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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79 children drawn from the fourth and sixth grades of three 
elementary schools in Cheongju city. The pilot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urvey instruments.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t-test, ANOVA with Tukey post-hoc test, correlation, and 
hierarchial analysis using the SPSS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and age. Second, teacher supports had influence on school life satisfaction, interest in the 
subject, attitude in class, and observance of school rules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and age. Finally, overall, 
the influence of school life satisfaction, interest in subjects, attitude in class, and observance of school rules was greater 
for girls than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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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은 부모와 주위사람 그리고 대집단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나

간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 사회, 그리고 또래 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어 많은 적응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

한 과정에서 때때로 아동은 부적응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

의 60%가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럽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이로 인해 비행과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은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다(청소

년통계연보, 2002). 김희수(2004)는 아동의 최초 가출 평균 

연령이 12.7세로 초등학교 5, 6학년이 54%를 차지하며, 학
교 내 폭력 피해경험은 초등학생이 24.3%, 중학생이 

19.9%, 고등학생이 11.3%로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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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생의 적응문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19.3%는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며, 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학교적응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박원희, 오윤자, 2008).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

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이 

높고,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가 낮았다(이정윤, 이경아, 
2004). 반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후에 높은 

공격적 행동과 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현선, 1999; 한미라, 1997). 더욱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초등학교 생활 뿐 아니라 이후 중․고등학

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지어 사회

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Ladd et al., 1996). 
이처럼 아동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

응력을 높이는데 주요변인으로 밝혀지면서 아동기 학교적

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agwell et al., 1998).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학업성적

이나 학업성취로 개념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학업수행 뿐 아니라 학교 학습태도, 학교 행사활동, 학교

생활의 만족도 및 규칙준수,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수업

시간의 태도 및 교과에 대한 흥미 등을 전반적인 학교적

응 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있다(김홍재, 1995; 노숙영, 
1998; 최장숙, 1993; Birch & Ladd, 1997). 아동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에 적응을 잘 할뿐 

아니라 학습태도나 교사․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최희옥 외, 2005). 또한 학업에 대한 흥미

와 관심 및 수업시간의 태도는 학업성취나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이 높아 결국 학업에 대한 성취감으로 인해 아동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나나, 
도현심, 2000). 또한 학생이 학교생활의 규범이나 질서 

등을 잘 지킴으로써 아동 자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결

국 학교에 적응한다고 밝혀져 있다(최상미, 2003). 이렇

듯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적응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

는 요인이 되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학교생

활 만족, 교과 흥미, 수업시간의 태도 및 학교생활의 규칙 

등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적

응에 관련된 변인을 크게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옥선 외, 2005; 송창용, 2003; 신윤자, 
2005; Berndt & Keefe, 1995; Brown & Cowen, 1989; 
Dubow & Tisak, 1989). 학교 적응에 관련된 개인적 변

인으로는 아동의 성과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자아존

중감, 문제해결능력(이훈진, 1999; 임정순, 1993; 장호성, 
1988; 한미라, 1997) 등이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구

조,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등

이 있다(김태희, 1996; 남상인, 1983; 박수정, 1998).
최근 들어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개인적 변인으

로 자아탄력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된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특히 좌절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

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경직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하

는 경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본래 자아탄력

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현상으로써 다루어졌으나 

점차 인간의 적응을 보호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때문에 위험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지만 이겨내는 

전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지의 적응체제를 유지하

는 성격체제로서 이해되고 있다(Block & Kremen, 1996; 
Bonanno, 2004; Masten, 2001).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부

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Cicchetti & Toth, 2000),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Block & 
Kremen, 1996),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

고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학대아

동이나 이혼가정의 아동과 같은 특별한 조건에 놓여있는 

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

는 성인과 청소년이 대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구
자은, 2000; 유성경, 심혜원, 2002; 현은민, 박혜영, 2005; 
D'Abreu et al., 1999; Rak & Patterson, 1996). 최근 들

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데,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에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김윤희, 황순

택, 2003), 가족의 위험요소와 적응 수준 간을 자아탄력

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유성경 외, 
2004). 또한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

성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김옥선 

외, 2005). 이처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

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로, 학교적응과 자아

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인 특

성 뿐 아니라 아동의 주변 환경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적응에 있어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

적 관계의 질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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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 및 도움에 대한 지각은 아동 자

신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최진아, 이숙, 1996; Dubow 
& Tisak, 1989; Gifford-Smith & Brownell, 2003).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여러 차원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

로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와 정신 병리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Barrera, 1986).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

지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어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

다. 또한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지각된 지지가 

제공받는 지지보다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하였다. 김명숙(1994)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차원들 중 또래

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 같은 지지원을 토대로 아동

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고, 학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높았다. 반면에 또래로부터 낮

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결석이 잦

았다고 보고하고 있다(Felner et al., 1982). 또한 부모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거나 또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

고 느끼는 아동은 자기가치감이 높게 나타났으며(Van 
Aken & Asendorpf, 1997),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적응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Felner, 
1984; Garmezy, 1983; Wertlieb et al., 1987) 아동의 적

응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개인적 또는 기질적 요인과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써 적응행동을 보인다. 정
신과적 장애의 진단을 받은 아동을 보면, 각 개인에게 주

어진 신체적, 생물학적 요소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부터의 경험, 이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심리․행

동상의 적응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정성인, 1998).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고은정(1996)의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해서도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변인으

로 사회적 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

이나 환경적인 변인의 단편적인 면만을 살펴볼 뿐 이것들

이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

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Simons-Morton와 Crump 
(2003)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고 하였으며, 남아와 여아에 따라 또래관계의 형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었다(고혜진, 
2003; Berndt & Keefe, 1995).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

록 가족의 지지보다는 또래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어릴수록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강민주, 전경숙, 1995; Furman & 
Buhrmeter, 1992). 구자은(2000)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

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며,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의 

지지에 의해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한 선행연구(이은미, 박인전, 2002)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남아와 

여아는 부모의 자상하고 따뜻한 보살핌과 돌봄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아의 경우 여아

와 달리 어머니 과잉통제 및 제한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

타나고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

호작용효과를 탐색하여 가정과 학교 내에서 아동의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고, 부모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과 6학년 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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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263명,  
여학생이 216명이었고, 연령은 4학년이 233명, 6학년이 

246명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64명(76.5%), 한부

모 가족이 52명(10.9%), 확대가족이 60명(12.6%)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158명(35.1%), 대졸 221명

(49.1%), 대학원이상이 71명(15.8%)이었고, 어머니의 학

력은 고졸이하가 221명(48.7%), 대졸 173명(38.2)%, 대

학원이상이 59명(13.0%)이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
자유직이 81명(17.6%), 사무직/공무원 153명(33.3%), 판
매/서비스직 38명(8.3%), 자영업 103명(22.4%), 기술/생
산/노무직 81명(17.6%), 무직 4명(0.9%)로 사무직이 가

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자유직 37명(7.9%), 사
무직/공무원 75명(16.1%), 판매/서비스직 54명(11.6%), 
자영업 63명(13.5%), 기술/생산/노무직 17명(3.6%), 주부

/무직 220명(47.2%)로 주부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

탄력성 척도를 권지은(2003)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나는 갑자

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인 Cronbach's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명숙(1994)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변인, 즉 또래지지, 가
족지지, 교사지지로 이루어져있다. 또래지지는 8문항으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싫어하는 아이들

도 있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가족지지는 8문항으로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고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준다’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교사

지지는 7문항으로 ‘선생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

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우
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지

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계수는 또래지지 

.82, 가족지지 .87, 교사지지 .80으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최장숙(1993)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척도의 학위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 교사에 대한 

태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요인으

로 교사지지를 측정하여 척도의 하위 요인 중 교사에 대

한 태도를 제외하고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수는 

총 28문항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는 7문항으로 ‘학교생활

이 재미가 없다’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교과 흥미도는 8
문항으로 ‘나는 사회시간이 좋다’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수업시간 태도는 7문항으로 ‘수업시간에 딴 생각이 나거

나 주의집중이 안 된다’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학교생활 

규칙준수는 6문항으로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차

례를 지키고 오랜 시간이라도 기다린다’등의 문항이 포함

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

활에 대해 만족을 하는 정도가 높고,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고, 수업시간의 태도가 좋고 학교생활의 규칙을 잘 지

킴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계수는 학교

생활 만족도 .67, 교과 흥미도 .74, 수업시간 태도 .64, 학
교생활 규칙준수 .7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청주시 공립 초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4학년과 6학년 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

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절차의 문

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는 청주시의 3개 공립초

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총 5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수거되었으나 질

문지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9부

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변인에 따

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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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남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52*** .33*** .28*** .24*** .19** .36*** .23**

② .54*** 1 .42*** .41*** .38*** .33*** .40*** .39***

③ .38*** .49*** 1 .34*** .25*** .29*** .35*** .29***

④ .32*** .39*** .23*** 1 .40*** .42*** .46*** .38***

⑤ .19** .19** .12* .42*** 1 .45*** .47*** .32***

⑥ .03 .01 .13* .29*** .44*** 1 .52*** .26***

⑦ .38*** .40*** .29*** .41*** .51*** .40*** 1 .39***

⑧ .23*** .31*** .18** .24*** .33*** .21** .48*** 1

남학생
M 2.78 3.01 3.39 2.65 2.89 2.85 2.67 2.81

SD .43 .48 .50 .52 .53 .68 .51 .57

여학생
M 2.27 3.08 3.37 2.86 3.01 2.99 2.65 2.96

SD .39 .46 .60 .51 .54 .62 .48 .53

*p<.05. **p<.01. ***p<.001. 상관표의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학생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여학생 자료임.

① 자아탄력성 ② 또래지지 ③ 가족지지 ④ 교사지지

⑤ 학교생활 만족도 ⑥ 교과흥미도 ⑦ 수업시간 태도 ⑧ 학교생활 규칙준수

<표 1> 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

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

과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변인들 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각각.12에서 .54, .19에서 .52로 나

타났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 VIF값을 살펴 본 결

과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

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를 수행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

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

탄력성과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3개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가모

형은 기본모형에 사회적 지지의 3개변인 각각과 자아탄

력성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를 센터링

(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킨 후 ‘자아탄력성 

× 사회적 지지’의 항을 만들어 센터링한 모든 항과 상호

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 2단계를 실시하였다. 
모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추가모

형의 R2을 산출한 뒤에 R2의 증가량이 유의미한지 살펴

보았다. 여기서,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2의 증가량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연적으로 상호작용효과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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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아탄력성 .06 (.03) .06 (.06)

또래지지 -.01 (.22**) -.01 (.23**)

가족지지 .01 (.05) .01 (.01)

교사지지 .40***(.29***) .40***(.28***)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01(.19*)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5(-.21**)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3(-.03)

ΔR2 .179***(.219***) .002(.036*)

R2 .179(.219) .181(.255)

교과

흥미도

자아탄력성 -.04 (-.02) .01 (-.02)

또래지지 -.17*(.16*) -.15*(.16*)

가족지지 .15*(.12) .15*(.12)

교사지지 .33***(.32***) .37***(.31***)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26**(-.10)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2(-.03)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9(.08)

ΔR2 .112***(.218***) .037*(.006)
R2 .112(.218) .149(.223)

수업시간

태도

자아탄력성 .19**(.16*) .22**(.16*)

또래지지 .15*(.13) .17*(.14)

가족지지 .08(.13) .11(.12)

교사지지 .27***(.32***) .26***(.32***)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03(.07)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18*(-.06)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6(.00)

ΔR2 .265***(.302***) .030*(.004)
R2 .265(.302) .295(.306)

학교생활

규칙준수

자아탄력성 .07(-.01) .08(.01)

또래지지 .21**(.25**) .20*(.24**)

가족지지 .02(.10) .04(.07)

교사지지 .13*(.25***) .11(.23**)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16(.04)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18*(-.16*)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4(.06)

ΔR2 .115***(.219***) .017(.018)
R2 .115(.219) .138(.237)

*p<.05. **p<.01. ***p<.001.

<표 2> 성에 따른 학교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남학생(여학생)

1) 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서는 교사지지(β=.40, 
p<.001)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변인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17.9%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학생은 교사의 지지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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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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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

타낸다. 남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는 .002로 유의한 설

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서는 

또래지지(β=.22, p<.01)와 교사지지(β=.29, p<.001)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변인들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21.9% 설
명해 준다. 이는 여학생은 또래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

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성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

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

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또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

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여학생보다 또래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2]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

은 여학생이 높은 여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

이 높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또래지지에 의해 영향 받

는 정도가 컸으며,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과 낮은 여학생 모두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

도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의 지지

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과 낮은 여학생 모

두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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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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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학생의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2) 성에 따른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

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

른 아동의 교과 흥미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

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

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교과 흥미도에 대하여 자아탄력

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남학생은 

교과 흥미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효과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

은 남학생은 낮은 남학생보다 또래지지가 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

은 남학생의 교과 흥미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교과 흥미도보다 또래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

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은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교과흥미도가 높아졌으나,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교과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성에 따른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

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

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수업시

간 태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지만 남학생은 수업시간 태

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가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

이 낮은 남학생보다 가족지지가 수업시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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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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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생의 수업시간 태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수업

시간 태도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과 낮은 남

학생이 모두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에 따른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

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에 따라 학교생

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

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규칙준수를 선 그래프로 나

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

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

준수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

이 낮은 남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

칙준수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는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

생이 높은 여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

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

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

는 정도가 컸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칙

준수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다.

3. 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 VIF값을 살펴 

본 결과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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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4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56*** .41*** .21** .16** -.01 .33*** .16**

② .51*** 1 .45*** .36*** .26*** .07 .32*** .25***

③ .29*** .46*** 1 .30*** .16** .16** .36*** .17**

④ .38*** .44*** .23*** 1 .42*** .35*** .42*** .24***

⑤ .26*** .28*** .18** .41*** 1 .48*** .48*** .32***

⑥ .20** .22** .23*** .35*** .41*** 1 .49*** 24***

⑦ .42*** .46*** .22** .40*** .48*** .38*** 1 .39***

⑧ .32*** .47*** .27** .36*** .32*** .21** .42*** 1

4학년
M 2.77 3.06 3.46 2.81 3.00 2.98 2.76 3.05

SD .41 .50 .50 .55 .54 .65 .50 .50

6학년 M 2.77 3.02 3.31 2.68 2.89 2.85 2.57 2.72

SD .41 .44 .58 .49 .53 .66 .48 .56

**p<.01. ***p<.001.  상관표의 대각선 왼쪽 아래는 4학년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6학년 자료임.

① 자아탄력성 ② 또래지지 ③ 가족지지 ④ 교사지지

⑤ 학교생활 만족도 ⑥ 교과흥미도 ⑦ 수업시간 태도 ⑧ 학교생활 규칙준수

<표 3>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

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 2단계로 수행되었다. 학교적응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
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를 종속변

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4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

하였으며, 추가모형은 기본모형에 사회적 지지의 3개변

인 각각과 자아탄력성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모형

으로 설정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소시

킨 후 ‘자아탄력성 X 사회적 지지’의 항을 만들어 센터링

한 모든 항과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학교적응을 종

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2단계를 실시하였다. 모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추가모형의 R2
을 산

출한 뒤에 R2의 증가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여기

서, R2의 증가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연적으로 상호작용효과는 있을 수 있다.

1) 연령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

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학

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선 그래프

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6학년 학생은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효과가 없었으나, 4학년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이 

낮은 4학년 학생보다 또래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 학생의 학

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

작용효과가 [그림 8]과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4학년 학

생이 높은 4학년 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낮

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또래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과 낮은 4학년 학생은 모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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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아탄력성 .08 (.02) .08 (.01)
또래지지 .07 (.12) .06 (.12)
가족지지 .05 (-.01) .02 (-.01)
교사지지 .34***(.37***) .39***(.36***)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29**(-.08)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25**(.01)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10(.05)
ΔR2 .191***(.190***) .053**(.003)
R2 .191(.190) .244(.193)

교과

흥미도

자아탄력성 .05 (-.10) .06 (-.07)
또래지지 .00 (-.05) .01 (-.02)
가족지지 .14* (.12) .14* (.12)
교사지지 .30***(.37***) .31***(.36***)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14(.15)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7(.02)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1(-.02)
ΔR2 .145***(.140***) .015(.021)
R2 .145(.140) .161(.161)

수업시간

태도

자아탄력성 .21** (.18**) .23** (.17*)
또래지지 .27*** (.02) .28*** (.02)
가족지지 -.01 (.18**) -.01 (.22**)
교사지지 .20**(.32***) .22**(.33***)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15(-.10)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3(.21**)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2(.00)

ΔR2 .292***(.270***) .015(.024*)
R2 .292(.270) .307(.295)

학교생활

규칙준수

자아탄력성 .08 (.03) .09 (.00)
또래지지 .35*** (.15) .35*** (.13)
가족지지 .00 (.04) .01 (.05)
교사지지 .18**(.17*) .19**(.17*)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09(-.15)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3(.06)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6(.01)

ΔR2 .254***(.091***) .007(.011)
R2 .254(.091) .260(.102)

*p<.05. **p<.01. ***p<.001.

<표 4> 연령에 따른 학교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 4학년(6학년)

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

이 낮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과 낮은 4학년 학생 모두는 학

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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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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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4학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2) 연령에 따른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

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교과 흥

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를 자세히 살펴보면, 4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 모두는 교

과 흥미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

용효과가 없었다.

3) 연령에 따른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

면, 4학년 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지만 6학년 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

작용효과가 [그림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6학년 학생이 낮은 6학년 학생보다 가족지지가 수

업시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
아탄력성이 높은 6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

탄력성이 낮은 6학년 학생의 수업시간 태도보다 가족지

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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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6학년 학생의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4) 연령에 따른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

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6학년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은 .011로 유의한 설명량을 보이

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

면, 4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 모두는 학교생활 규칙준수

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를 살펴보아 가정과 학교 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고, 실제 부모교육이나 상담현장

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학생의 경우, 또래지지와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학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보

다 여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부

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양국선, 장성숙, 2001)에 비추어 볼 때 또래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여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교과 흥미도에 대해 여학생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은 또래지지가 높

을수록 교과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

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

록 교과흥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제

시 하였듯이 교과에 대한 낮은 흥미는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는 결과로 보아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

생은 또래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

하고 오히려 비행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이은주(200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아동에게 있어 

또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과의 문제는 

학교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며, 아동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래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또래문화가 학습적인 경우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

응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만약 또래문화가 비행적인 경우

에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혜, 
1998).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낙천적이며 자율

적이고 능동적이다(Klohen,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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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은 상황의 요구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융

통성 있게 동원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환경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사회적 지지가 많이 주어졌어도 잘 활용하

지 못한다(고은정, 1996).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

학생은 또래문화가 비행적인 경우에 또래의 영향을 무조

건적으로 받아들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과 

낮은 남학생이 모두 수업시간 태도가 좋았다. 이는 정은

진(2001)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수업시간의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인지 능률성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동기와 인지 능률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

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 연구결과가 있다(이은

해, 1991). 이를 통해 볼 때,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독자적으로 성취하고자 하고 도전적인 동기 지향

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내적 동기 지향성이 인지 능률성

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인지 능률성에 대한 긍

정적 지각이 다시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끼쳐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과 

여학생, 낮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학교생활의 규칙

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구(1999)의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규칙이 적응에 있어 

유의미한 설명 변수로 확인 된 점이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남학생과 달리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의 학교

생활 규칙준수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규칙준수

보다 가족의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로

써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가족의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남학생에게

는 문제행동에 완화효과가 적은데 비해 여학생에게는 가

족지지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한 

Windle(1992)과 초등학생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가족의 

지지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김애경(2003)의 결과

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여아들이 관계 중심적이며 

가족 지향적이고 정서적 욕구가 높아 남학생보다 가족

의 지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

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6학년의 경우 상호작용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학년 학생의 경우 가족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

생과 낮은 4학년 학생은 모두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주(2003)의 연구결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 하였듯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

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연령에 따라 아동이 학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교과 흥미도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학년과 6학

년 학생에게서 교사지지는 교과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지지는 4학년 학생의 교과 흥미

도에 대해서만 설명력을 가졌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연령이 어릴수

록 가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 했다(강민주, 전
경숙, 1995; Furman & Buhrmester, 1992). 이는 연령이 

어릴 때 가족의 지지를 중요하게 지각하다가 연령이 높아

질수록 가족의 지지를 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함에서 나타

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심희옥(2000)은 아동에게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수직적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속

에서 보호와 안전이 제공된다고 보았으며 가족의 정신적

인 지지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다고 보아 4학년 

아동에게 가족의 지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6학년 학

생과 낮은 6학년 학생에게서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수업태도 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낮게 나타난다는 최희옥 외(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유윤희(1994)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재구(2000)는 학업기대 유형 중 

어머니의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진

다고 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기대가 

커짐으로 인해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이

는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수업시간 태도가 좋

아지는 결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성과 연령에 따라 공통적으로 교사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교

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 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 있어 교사의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차

유림(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교사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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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은 아동은 학업성적과 유의한 관계(강성희, 이재

연, 1991)를 보였으며, 심리적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결과

(Dubois et al., 1992)들을 통해 교사의 지지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교사지지와 같은 학교체계의 특

성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의 모든 

영향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력이 더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윤종옥, 1997; 주현

정, 1998; Forehand et al., 1986; Kurdek & Sinclair, 
1988)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

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학교 분위기, 특별

활동, 인지기술영역, 학교환경 등에서는 남학생이 적응을 

잘하나, 교우관계, 수업참여나 학교의 규칙 등의 학교생

활 전반에서는 여학생이 더 잘한다는 선행연구의(배숙진, 
1988; 유상철, 1984; 윤종옥, 1997; 조종현,  1984) 결과

를 감안해볼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 적응하는 하

위변인으로 포함된 본 연구의 척도로 인하여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의 모든 영향

력은 4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아동은 학교적응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장숙(1993)과 신철재(1995)의 고학년

이 저학년보다 학교적응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

고 있다. 또한 김승미(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이 초등학생보다 학교적응이 낮았으며, 중학생에서도 학

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졌다는 결과(구자은, 
2000)로 연령이 높은 아동은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동들은 

시험 및 학업에 대한 주변의 기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

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학업 스트레스들이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단편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미친다

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가 상

호작용하여 교과 흥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

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영향

을 미쳤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지

지의 상호작용,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이 학

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

의 상호작용이 수업시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성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

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하여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은 6학년 학생의 수업시간 태도에 영향을 미쳐 연령에 따

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데 상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상의한 것을 통해 성과 연령을 나누어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본 연구가 타당하였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교사지지

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부모 이외의 타인 중 중요한 인적자원인 교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교사지지를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적응에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지

만, 가족, 또래, 교사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요인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이 세 변인들이 어떻

게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남학생의 또래지지가 교과흥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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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부정적인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후속연구에서는 또래와의 관계의 본질을 부

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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