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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school adaptation program (SAP) for school-age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ho attended public elementary schools. Methods: SAP, developed by the authors, addresses school adaptation and aca-
demic efficacy and consists of 10 sessions based on five categories (i.e., school life, classroom activity,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school environment). Sixteen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s answered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participa-
tion in th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on school adaptation (t=-2.78, 
p =.015) and academic efficacy (t=-4.62, p <.001) after the 10 sessions of SA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SAP can could serve as a 
practical program for school nurses and teachers. Further studies based on SAP in various school setting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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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 ·발달하며, 적응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학령기에 습득하고 형성된 적응 양식

은 이후의 청소년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원만하게 적응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 Choi, 2012). 또한 

이 시기는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

을 습득하기 시작하는데(Jung & Oh, 2010), 사회적 기술을 잘 습득하

는 아동은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다고 보고된다(Min & Jang, 2013). 

반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Min & Jang, 2013; Song & Shin, 2014).

정서 ·행동 문제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과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

는 일탈된 행동을 하는 상태로(Lee, S. H., 2012), 매년 국가적으로 전국

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

한 결과, 정서 ·행동 문제가 있어 학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관심군이 2010년 12.8%, 2011년에는 10.6%였으나, 2012년에는 16.3%로 

증가추세를 나타낸 결과에 따른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서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꾸

준히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로 발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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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eo, Lee, Goak, Kwon, 

& Oh, 2014).

학령기의 부적응 행동 징후나 문제 행동을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하

면 그 행동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심각한 적응장애로 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King, Reschly, & Appleton, 2012). 보통 이러한 아동

은 심각한 수준의 행동 문제나 학업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어떠한 조

치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예방적 접근에 대한 건강전문가의 인식이 필요하다(Lee, 2011). 학령기

에 형성된 적응 양식은 이후 청소년기에 겪게 될 질풍노도와 같은 불

안정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고 고등 교육 과정의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Lee & Choi, 2012).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학

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 발달 측면

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기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Lee, 

Yoo, & Kim, 2011; Shin Yun, & Lee, 2010). 

학령기는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아동의 생활은 가정

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되며 이 시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는 이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화 과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

적 범위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그 폭이 급

작스럽게 넓어짐에 따라 많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Song & Shin, 2014). 학교적응은 이 시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학교는 학

령기 아동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 환경이기 

때문에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중재는 학교에서 시행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Jung & Oh, 2010; Lee, 2011; 

Kim, 2006).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이란 자기의 욕구에 따라 학교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변화하기

도 하며 자신과 학교환경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Lee, 2004).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학교 환경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이루고 교사와 또래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규범을 준수한다(Jang, Yoon, Kim, 

& Park, 2010). 그러나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은 자신과 학교 환경

을 균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대해 적절

하게 대처하지 못하여(Song & Shin, 2014)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

며 이로 인해 학습효능감이 떨어지는 학습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Min & Jang, 2013; Song & Shin, 2014).  이에 대해 Lee (2002)는 학교적

응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환경

적 요소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

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서 ·행동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장애로 심화되기 이전에 지

원하는 예방적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 가

족,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

요가 있다(Lee, 2011; Lee, S. H., 2012). 특히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경우, 

아동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습장애, 기분장애, 품행장애 등으로 자

신은 물론 다른 학생들이나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학생에 대한 최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사나 교육

청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교사들은 이를 별도의 과중한 업무로 

인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지만, 동일 지

역의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등 전문기관이 아닌 관련기관으로의 의

뢰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

다(Lee, 2011).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의 하나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Lee, 2011), 아동이 학

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행위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학습효능감(academic efficacy)이라고 한다(Kim, 

2002). 학습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이 

과제를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Jang et al., 2010), 학습효능감이 낮은 아동은 학업 수행을 힘들어

한다(Hong & Cho, 2014). 또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효능감이 높은 아동

일수록 학교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보고된다(Kim, 2006; Lee, 

Park, Kim, & Choi, 2011). 

최근에는 정서 ·행동 장애 아동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정

서·행동 문제의 조기발견과 조기발견을 통해 문제가 장애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중재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Pearce, 2009). 그러나 현재

까지 수행된 연구는 아동 교육학 측면에서 정서 ·행동 문제의 개념과 

정의를 정립하는 연구(Lee, 2011; Lee, S. H., 2012)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여학생, 남학생에 따른 정서 ·행동 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서술적 연구(Baek & Lee, 2014), 정서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연구(Yuh & Lee, 2014)가 주로 이루어졌다. 간호학 분야에서

는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적합도를 규명한 연구

(Song & Shin, 2014)만 이루어졌을 뿐,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중재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 ·행동 문제를 가

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인 School Adaptation Program (SAP)을 Keller (2000)의 Attention, Rele-

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ARCS)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SAP를 이들 아동에게 적용하여 학교적응과 학습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SAP을 평가함으로써 정서·행동 문제

를 가진 아동에게 학교적응을 돕는 중재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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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적용 가능한 SAP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

과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령기 아동을 위한 SAP를 개발한다.

2)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SAP를 적용하여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SAP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사전 사후 연구(one group pre/post-test 

study)로서 H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수행에 대

한 승인(HIRB-2013-041)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참여 

대상 학생이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의 관심군이라는 노출을 예방하

기 위해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5학년 전 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SAP를 시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

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실험군 이외의 다른 정서 ·행동발달 관심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할 경우, 프로그램 실시를 하지 못 한다는 윤리적 문

제를 고려하여, 단일군 전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경상북도 P시에 소재하는 일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 전수

인 87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아동 정서·행동발달 선별척

도를 시행한 후,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5학년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이었다. G*Power 

3.1.9.2로 산출한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 .80, power=.80, 단측 검정

으로 paired t-test에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2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

자 수는 적합한 수준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절차 

SAP의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정서 ·행동 문제와 학교적응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초등학교 교사 4명, 보건교사 2명, 간호학과 교수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4회에 걸친 심층토의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Kim, 2000; Kim, 2006)에 근거하

여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5개 영역으로 ‘학교생활’, ‘수업활

동’,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을 확인하였다. 

또한 SAP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ARCS 

모델(Keller, 2000)을 적용하였는데, 이 모델의 첫 번째 요소는 주의력

(attention)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eller (2000)는 지

각적 주의와 탐구적 주의를 환기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SAP을 시작하는 도입기에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

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고 소집단 활동, 토의, 역할극, 강의와 같은 다

양한 교수 활동을 적용하여 흥미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두 번째 

요소는 관련성(relevance)으로 학습 활동을 학습자와 관련시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략은 친밀성, 목적 지향성, 동기

와의 부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가 친숙한 환경인 교실

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실용성에 초점을 둔 학습목표를 제시하

였다. 세 번째 요소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자신

감(confidence)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수행에 필요한 조건과 평가기

준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SAP에서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정리기에 참여

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요소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에 느끼는 만족감(satisfaction)으로 강화, 피드백, 보상, 인지적 평

가를 사용하고 일관성 있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평가 기준을 사용

하여 유발된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Keller, 2000). 본 연구에

서는 역할극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

습목표와 학습 내용을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SAP의 각 차시에서 사용한 ARCS 모델(Keller, 2000)은 학

습자의 학습을 유발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주의집중이 요구

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10차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 개발된 SAP는 17명의 초등학교 교사

로부터 2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본 프로그램이 실제 학

교에서 정서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받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SAP 프로그램은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

체계(Mes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를 포함하는 3개의 체계 내

에 5개 영역으로 구성된 10차시로 개발되었다. 즉, 학교생활, 수업활동,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의 5개 영역은 각 영역별로 2차시의 

분량으로, 총 10차시로 구성되었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속하는 체계로(Meighan, 2010) SAP에서는 ‘학교

생활’과 ‘수업활동’ 영역이 이에 속한다. 본 프로그램의 ‘학교생활’ 영역

에서는 학습지, 그림카드, 소집단 활동을 사용하여 소중한 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학교생활을 다루었다. 1차시에서 자기 조절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차시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익히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수업활동’ 영역에 해당되는 3차시는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

동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에 임하는 자세, 목표 설

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으며, 4차시는 사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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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토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자료와 강연을 사용하여 재미있

는 수업, 수업의 성취감을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경

험하는 성취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체계로 인간 상호관계와 같은 

사회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Meighan, 2010). 본 SAP에서

는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영역을 중간체계로 분류하여 구성하

였다. ‘친구관계’ 영역에 해당되는 5차시는 역할극, 상황카드, 토의, 게

임을 이용하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고, 6차시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친구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또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교사와의 관계’ 영역에 해당되는 7차시는 역할극, 상황

카드, 학습지, 사례제시 및 토의학습을 사용하여 교사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8차시는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는 사례를 통해 필요할 경

우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로 분류되는 ‘학교환경’ 영역은 학교를 포함하

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까지 해당되는데, 9차시와 10차시에

서 다루었다. 9차시에서는 소집단 활동, 토의학습을 이용하여 학교 내 

·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10차시는 학교 내 ·외의 위험 

요인을 이해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

아동�정서·행동�선별�척도

아동 정서 ·행동 선별 척도인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CPSQ)는 Huh 등(2003)이 개발하고 우리나라 아동에

게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PSQ는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지로, 각 문항은 ‘전혀 없음’ - 0점, ‘약간 있음’ - 1점, ‘상당히 있음’ - 2점, 

‘아주 심함’ - 3점으로 측정한다. 이는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

시하고 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교우관계를 포함한 내재화문제척

도는 5문항으로 0-5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3점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반항적 행동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외현화 문제척도

는 10문항으로 0-30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8점이다. 학습과 관

련된 인지적 문제척도는 3문항으로 0-9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1

점이다. 약물, 인터넷 오·남용과 관련된 오·남용척도는 2문항으로 0-6

점의 범위를 가지며 기준점은 1점이다. 마지막으로 경련, 틱, 식이장애

를 포함한 정신 ·신체화 문제척도는 6문항으로 0-18점의 범위를 가지

며 기준점은 2점이다. 즉, CPSQ는 총 26문항으로 전체 기준점은 13점

으로, 총점이 13점 이상인 경우는 정서 ·행동 문제가 있는 관심군으로 

선별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95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분

석을 한 Kim (2000)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Kim (2000)

의 도구는 학교환경 적응(10문항), 학교교사 적응(10문항), 학교수업 

적응(8문항), 학교친구 적응(7문항), 학교생활 적응(6문항)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Kim 

(2000)의 도구를 학교생활 적응, 수업활동 적응, 친구관계 적응, 교사와

의 관계 적응, 학교환경 적응의 5개 영역별로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축소하고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 보완한 

도구는 초등학교 교사 17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정을 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Kim (2000)

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95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문항의 신

뢰계수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학습효능감

학습효능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Kim (200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Kim (2002)의 도

구의 하위척도는 과제수준선호(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

감(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6문항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

게 적합하도록 과제수준선호(2문항), 자기조절 효능감(4문항), 자신감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축소하였고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수정, 

보완한 도구는 초등학교 교사 15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정을 두 

차례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점

수가 높을수록 학습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Kim 

(2002)의 하위척도 신뢰계수 Cronbach’s α =.77-.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문항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를 각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살펴볼 때, 신뢰계수 Cronbach’s α는 과

제수준선호이 .67, 자기조절 효능감이 .88, 자신감이 .67로 나타났다.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아동 정서 ·행동 선별 척도

(CPSQ) 측정결과, 13점 이상인 아동 16명을 정서 ·행동 문제 관심군으

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를 따로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들이 정서 ·행동 문제 관심군

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SAP를  원하는지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배부한 후 허락을 받아 5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SAP를 시

행하였고, 프로그램 전과 후에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을 측정하였다.

SAP를 개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수업시간에 맞추어 1회

기를 40분으로 설정하여 총 10회기 동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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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건교사와 함께 본 연구자는 일반교사 17명

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수정하였

다. 프로그램은 2013년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1주에 각 1회씩, 총 10

회에 걸쳐 5학년 4개 반에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마친 2주 후 사

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학교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후에는 연구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아동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발송

하였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연구에 대한 참여를 허

락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아동에게 재차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요

하지 않았으며 대상자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들이 질문지

를 응답하는 데는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적응, 학습효능감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SAP 평가를 위한 중재 전후 학교적응과 학습

효능감 정도의 비교는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된 학교적응 프로그램 

체계모델에 의하면 학교도 일종의 체계로서, 체계 안에 포함된 각 

체계는 개방체제로서 계속적으로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적절

히 기능하게 된다(Meighan, 2010).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하나의 체계

로 간주하여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학교적응에 포함되

는 학교생활, 수업활동,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의 5개 영역

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로 분류하여 구성하고(Figure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Keller 

(2000)의 ARCS 모델을 바탕으로 1회에 40분씩 총 10차시로 개발하였

다(Table 1). 

School Adaptation Program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Academic efficacy  
School adaptation

Microsystem:
· School life
· Class activity

Mesosystem:
· Relation with friends
· Relation with teacher

Macrosystem:
· School environment

Figure 1. Research framework.

Table 1. Construct of School Adaptation Program    

Time Category Subject Goal Contents

  1 School life I'm valuable Students can feel the importance of oneself Learn more about me
Self-emotion control method

  2 Joyful school life Students enjoy school lif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Correct behavior in school
Active participation in school life

  3 Activity 
in the class

Fun classes Students show interest in classroom learning Understanding of class
Achieve goals by class

  4 Accomplishment of 
 school lessons

Students have a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ctive participation in class
Accomplish through class participation 

  5 Relationship with friends To get along with friends Students know how to get along and 
 collaborate with friends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Special friends

  6 Group activity Students build intimacy through group activities Consideration for a friend
Enjoy fellowship with one’s friends

  7 Relationship with teacher Form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

Students maintain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

Greet the teacher
Smooth communication

  8 Techniques for asking 
   for help

Students know how to ask for help, if necessary Help from the teacher 
Consultation with teachers

  9 School environment Understanding of the 
   school environment

Students adjust to indoor and outdoor school 
 environment

Learn about the school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facilities

10 To live safely Students are aware of the risk factors and 
 manage school life

To identify safety/risk within the school
Method for schoo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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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CPSQ 결과 관심군으로 선별된 아동 16명이었

다.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약 11세(10.9 ±

0.34)였고, 남학생이 81.3%였다. 출생 순위가 첫째인 아동은 43.8%, 외

동인 아동은 18.8%였다(Table 2).  

개발된 학교적응 프로그램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SAP는 각 5개 영역의 내용을 2회씩, 총 10차시

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학교적응 정도와 학습효능감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적응 정도는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는데(t= -2.78, 

p =.015), 하부영역 중 학교생활(t = -2.25, p =.040), 수업활동(t = -2.90, 

p =.011), 교사와의 관계(t= -2.86, p =.012), 학교환경(t= -3.09, p =.007)의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학습효능감 정도 역시, SAP 후 유

의하게 상승하였는데(t= -4.62, p < .001), 하부영역인 과제수준선호(t= -

3.32, p =.005), 자기조절 효능감(t = -4.36, p =.001), 자신감(t = -3.63, 

p =.002)의 점수도 모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에서 관심

군으로 분류된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SAP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정서 ·행동 문제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학교적응을 돕

는 중재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학령기 아동은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

람을 이해하여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어서도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

회관계 속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데(Lee, Yoo, et al., 

2011), 최근에는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면서, 이와 관련된 예방 및 조기중재에 초점을 더 두게 되

었다(Lee, S. H., 2012). 

본 연구에서 개발된 10차시의 프로그램은 미시체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거시체계로 마무리하도록 개발하였다. 따라

서 5가지의 학교적응 영역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

여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작은 주제부터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학교적

응과 학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이 주도적이

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먼저, ‘학교생활’ 영역은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

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여기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으

로써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운 것이다(Kim,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소중한 나’라는 주제를 통해 올바른 자기조절을 통해 자신의 소중

함을 경험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아동이 올바른 자기주

장과 책임 있는 행동,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의 올바른 행

동을 익혀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수업활동’ 영역은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

는 것으로,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

Characteristic Categories Range Mean ± SD n (%)

Age (year)   10-11 10.9 ± 0.34   
Gender
  

Male
Female

  
  

  
  

13 (81.3)
3 (18.8)

Birth order
  
  
  
  

1st
2nd
3rd
4th
Only child

  
  
  
  
  

  
  
  
  
  

7 (43.8)
2 (12.5)
3 (18.8)
1 (6.3) 
3 (18.8)

Father’s age (year)   32-48 41.7 ± 5.02   
Mother’s age (year)   33-44 40.7 ± 3.64   

Table 3. Comparison of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Efficacy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16)

Variabl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aired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School adaptation
 School life
 Classroom activity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r
 School environment

3.38 ± 0.84
3.20 ± 1.08
3.34 ± 0.90
3.42 ± 1.46
3.16 ± 0.84
3.27 ± 0.52

3.84 ± 0.54
3.72 ± 0.68
3.83 ± 0.67
4.10 ± 0.61
3.78 ± 0.71
3.83 ± 0.67

-0.45 ± 0.63
-0.52 ± 0.92
-0.48 ± 0.67
-0.68 ± 1.28
-0.63 ± 0.88
-0.42 ± 0.55

-2.78
-2.25
-2.90
-2.07
-2.86
-3.09

.015

.040

.011

.057

.012

.007
Academic 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regulated efficacy
 Confidence

3.04 ± 0.77
2.38 ± 0.74
3.03 ± 0.77
3.38 ± 1.00

3.66 ± 0.50
3.03 ± 0.74
3.61 ± 0.68
4.03 ± 0.47

-0.63 ± 0.54
-0.66 ± 0.20
-0.58 ± 0.53
-0.66 ± 0.72

-4.62
-3.32
-4.36
-3.63

< .001
.005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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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줄 알아야한다(Kim, 2000).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학습지와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해 즐거

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중간체계는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였는데, ‘친구관

계’ 영역은 친구와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사와의 관계’ 

영역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이들 관계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Kim, 2010).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래 친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 시

작하는 중요한 발달연령에 있으며, 사회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래관계로써, 아동이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친구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Hong & Cho, 2014; Jang et al., 2010). 또한 교사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서 하루를 기준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지도하

며 아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게 된다(Jung & Oh, 2010). 따

라서 교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교사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 영역은 학교환경을 지지적으로 수용하여 학

교환경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Kim, 2000; Lee, M. R., 2012). 또한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

교 내의 구조나 시설을 알고 올바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

하였다.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위험한 환경적 요소와 위험한 

장소 등의 위험요소도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실제로 아

동은 안전규칙을 잘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

며 학교 주위환경에서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SAP는 각 차시에서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Lee (2011)는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조

기중재를 제공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정서·행동 장애 진단을 의뢰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다른 장애와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여요인에 의

해 유발되므로, 여러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수적(Lee, S. H., 2012)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SAP는 정서 ·행동 장애로 진단 받기 전에 정서 ·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으로 선별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중재

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Lee (2002)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는데, 이는 장애 아동이 일반학교에서 부적응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

여 일반 아동과 담임교사를 가장 중요한 변화의 표적으로 하여 상호

작용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SAP와 

비교해 볼 때,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의 환경체계를 지지적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본 연구에서 포함된 5개 영역 

중, Lee (2002)의 연구에서는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담임교사와 또

래 친구를 지지적 체계로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에는 아동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관심 특히, 밀접하게 상호작

용 하는 사람들의 협력 등을 통해 지지적인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초

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SAP 개발 후에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관심군

으로 분류된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정한 결과,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의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 정도는 SAP의 실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경우, SAP 실시에 따라 5개 영역 중 학교생활(t = -2.25, 

p =.040), 수업활동(t = -2.90, p =.011), 교사와의 관계(t = -2.86, p =.012), 

학교환경(t= -3.09, p =.007)의 4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영역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SAP를 통해 

아동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Lim과 Ahn 

(2012)은 아동의 정서조절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는데,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생활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ng & Kim, 2005). 학교 활

동을 통해 아동은 자아존중감이나 성취감, 만족감 등의 다양한 느낌

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학교생활은 아동에게 내적 동기

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활동 영역은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수업활

동과 상호작용하는 것(Min & Jang, 2013)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경

우,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용할 때 학습 목적 달성이 용이하다는 학령

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갖도록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 것(Keller, 2000)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SAP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원활환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에서의 교사는 가정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서, 안전기지로 위치하며, 교

사는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용적인 교사

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Hong & Kim, 2005). Min과 Jang 

(2013)은 교사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상호작

용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교적응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환경의 영역과 관련되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경우, 아동은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SAP 적

용 후 학교환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아동이 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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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리능력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Kim (2000)과 Kim 

(2006)은 학교적응에는 아동이 자기조절과 함께 학교생활을 위해 지

켜야 할 학교 규칙, 질서를 잘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

였으며 시설물 사용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규칙의 준

수는 적응의 기본적인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Hong과 

Kim (2005)도 또래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Sim, Jin과 Han (2007)의 연구에서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관계가 26%인 반면, 친구관계는 4%

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동에 있어서 친구관계가 사회적 지

지원으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

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SAP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존중감과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Kim, Yu, & 

Shin, 2008). 또한 Lee, M. R. (2012)의 연구결과, 학교 적응은 친구관계, 

학습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와 일치된다. 특히 Lee, M. R. 

(2012)는 이러한 아동의 경우, 학습활동에서 주의집중과 의욕 수준, 동 

기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전반적인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침을 지적하였다. Lee와 Choi (2012)는 동시를 활용한 상담 프

로그램을 통해 학업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 적응

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이 감당할 수 있고 흥

미가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다양한 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은 아

동이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임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Keller의 모델에 근거하여 아동의 다양한 활동방법을 적용하여 개발

된 프로그램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아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이러한 

직접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SAP를 적용한 후 대상자의 학습효능감은 유의하게 증

가하였는데(t = -4.62, p < .001), 이는 Lee와 Choi (2012)는 학교 부적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시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의 실시가 학교적

응과 학습효능감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Min과 

Jang (2013)의 연구에서는 학습효능감과 학교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2006)도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과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습효능

감을 높여 줌으로써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효능감

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동기 

부여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

모, 교사, 친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자신감을 

증진시켜 학습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었다(Hong & 

Kim, 2005). 따라서 아동의 학습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과 방

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자신감과 효능감 함양을 위한 정서적 지지

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습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학교환경의 조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

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Lim과 Ahn (2012)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하

였으며, 특히 하위요인 중에서도 신뢰감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 ·행동 문제 아동의 중재는 학

교에서의 프로그램만이 아닌 가정과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부모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열린 의사소통

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중재의 우선적인 목표가 학교

생활 적응과 학업 수행이라는 점(Seo et al., 2014)에서 학교적응과 학습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SAP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

동간호의 목표는 아동 개인별 수준에서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

휘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Kim, 2010). 학

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 적응하면서 성장·발

달을 이룩한다(Lee & Choi, 2012).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은 학교

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는 더 나아가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SAP를 개

발한 본 연구는 간호학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학

령기 아동이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초등학교의 일선 현장에서 유용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16명만을 단일군으로 하여 효과를 측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는 윤리적인 고려로 대조군을 두어 분석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16명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일반화에 문제가 되므로, 추후에는 많은 지역

에서 정서 ·행동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별검사 만이 아닌 학

교활동에의 참여율이나 관찰,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측정하는 것도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

상으로 적용 가능한 SAP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5학년 정서·행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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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SAP를 실시하여 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SAP는 정

서 ·행동 문제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생활’, ‘수업활

동’,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의 5개 영역으로 개발되었다.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SAP 실시 전보다 후에 유의하

게 상승하여 SAP가 정서 ·행동 문제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습효능감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정서 ·행동 

장애로 진전되기 전에 교사와 보건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예방적 중

재로써 SAP는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정서·행동 문제

를 가진 아동에 대해 학교뿐 아니라 사회, 국가 차원의 계속적인 관심

과 다양한 조기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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