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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chool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mastery goal ori-

enta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relationship.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947 students from the 3rd, 4th, and 5th

waves of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tudy(KCYPS). The data were ana-

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multiple group analysis.

Results: First, school adjustment of 1st graders in middle school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mastery goal orientation of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life satisfaction of 2nd graders in middle school. Second, the dif-

ferences in gender were confirmed. The effect of mastery goal orientation of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on school adjustment of 1st graders in mid-

dle school is higher for boys. In contrast,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of

1st graders in middle school on life satisfaction of 2nd graders in middle

school is higher for girls.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mastery

goal orientation before entering middle school and school adjustment after en-

tering middle school could be important variables to increase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difference for long-term

intervention for improving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key words mastery goal orientation,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Ⅰ.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OECD, 2017). 최근 청소년 건강행태에 관한 조사(질병관리본부,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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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했던 청

소년은 20% 정도이고, 죽고싶은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0.7%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

업부담이 매우 큼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심리나 정서 상태와 관련이

높아(장안식, 정혜원, 2015),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의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개인의 삶은 기쁘거나 불쾌한 감정의 정서적 차원과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인지

적 차원으로 표현되는데, 삶의 만족도는 후자인 인지적 차원으로 설명된다(Pavot & Diener,

1993).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Gilman &

Huebner, 2003), 적응적·심리적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Antaramian,

Huebner, & Valois, 2008; Gilman & Huebner, 2006). 따라서 많은 변화와 발달을 겪게 되는 청소년

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의 발달을 위해 더욱 중요하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 수행을 포함하

여 청소년이 어떻게 발달하고 적응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주된 지표이기 때문이다(Gilman &

Huebner, 2003; Siddall, Huebner, & Jiang, 2013). 삶의 만족도는 심리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정신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ilman & Huebner, 2006; Moksnes, Løhre, Lillefjell, Byrne, &

Haugan, 2016; Proctor, Linley, & Maltby, 2010; Suldo & Huebner, 2004). 또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는 이후의 문제행동이나 또래 따돌림 경험 등을 예측하고(Haranin, Huebner, & Suldo, 2007), 이

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김윤희, 김현숙, 2016; Gilman & Huebner, 2003; Shek & Li,

2016)이 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학업 비중이 높아지는 중학

교 시기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Shek & Li, 2016).

이는 중학교 시기에 학업성취가 강조되어 학업부담이 증가하고, 새로운 학교제도에 적응해야 하

는 과업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업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생

활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게 된다. 이처럼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며(Bray

& Kwok, 2003), 학교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한지, 얼마나 인지적 활동에 참여하는지, 학업 성

취를 얼마나 하는지 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Lewis, Huebner, Malone, & Valois, 2011;

Danielsen, Samdal, Hetland, & Wold, 2009; Moksnes et al., 2016; Proctor et al., 2010; Suldo, Riley,

& Shaffer, 2006). 또한,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스스로 지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기

대나 희망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hek & Li, 2016).

최근에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가 학업 뿐만 아니라 학교규칙이나 교사, 교우관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귀옥, 2017; Siddall et al., 2013). 학업능력, 또래나 교사

지지, 학교 만족도와 같은 요인들은 서로 강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Suldo et al., 2006). 선

행연구들은 학습과 대인관계 모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왔다(이

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5; 정윤화 등, 2018; Danielsen et al., 2009; Siddall et al., 2013). 청소년기

에 교우관계가 좋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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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anielsen et al., 2009; Siddall et al., 2013),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지지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Danielsen et al., 2009; Eccles & Roser, 2011; Moksnes et al., 2016; Suldo

et al., 2006). 따라서 학업과 교사 및 또래관계를 포함한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는 학업을 포함한 학교적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

문에, 학교적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적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학교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내적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학습습관의 한 측면 중 숙달목적지향성에

관심을 가졌다. 숙달목적지향성(mastery goal orientation)은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서 학습하고 도

전적인 과제를 성취하고자 하며 학습과정이나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지적 성장을

촉진시킨다(이성진 등, 2009; Dweck, 1986). 숙달목적지향성은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얻고자 하

는 성과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 정의되며(최희철, 권충훈, 조흥순, 2017), 내적동기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적으로 동기화되면 과제수행 시 더욱 즐겁게 참여하게 되고,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비교적 용이하게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Cerasoli & Ford, 2014). 숙달목

적은 내적동기와 관련된 도전, 과제 참여, 흥미 등을 길러주며, 내적동기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다(Cerasoli & Ford, 2014). 이처럼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지는 개인은 숙달을 달성하기 위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과제 수행 상황에 접근하며(Cerasoli & Ford, 2014), 상황이나 과제를 통해 지식이

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aplan & Maehr, 2007).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수행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Dweck, 1986) 반면, 숙달목적지향성을 지

닌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복잡한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Curral &

Marques-Quinteiro, 2009).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숙달목적지향성이 학교 수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밝혀왔으

며(최희철 등, 2017; Diefendorff, 2004; Payne, Youngcourt, & Beaubien, 2007), 숙달목적지향성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는 학습습관이나 내적동기도 학습활동 및 학교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이귀옥, 2017; Cerasoli & Ford, 2014; Robbins et al., 2004).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진 개인이 능력을 개발하고자 학업 수행에 참여하고 과제를 즐기며(Cerasoli & Ford, 2014;

Elliot & Harackiewicz, 1996),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과제를 달성하게 되기 때

문에 학교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Dweck & Elliot, 1983). 또한, 내적으

로 동기화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시도하고자 하고,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내

는 활동에 더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론되며(Hardre, Patricia, & Reeve, 2003; Robbins et al.,

2004) 결과적으로 학업수행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숙달목적

지향성은 현재의 수행결과 뿐만 아니라 이후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며(Cerasoli & Ford, 2014),

다른 유형의 과제나 과제 이외의 사고방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arino, Whitaker, & Jundt, 2017).

또한 숙달목적지향성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한 유진은과 노민정(2017)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요인으로 숙달목적지향성을 보고하였다. 그동안 숙달목적지향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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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숙달목적지향성과 관련된 학습습관이나 자기조절 학습, 성취

가치 등의 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

소년의 학업 또는 성취 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정적인 관계를 밝혀왔다(강보은, 김은빈, 김정섭,

2017; 안도희, 김유리, 2015; 이유리 등, 2015). 즉, 학습습관이 우수할수록, 자기조절 학습을 할수

록,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청소년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학습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긍정적인

학습습관이 내면화되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관적인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강보은 등, 2017).

한편, 숙달목적지향성이나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성차를 밝혀왔다. 중

학교 남학생은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나, 여학생은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효능성이나 학습전략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rick, Ryan, & Pintrich, 1999). 연구자들은 남학생은 외적인 목적을 지

향(extrinsic goal orientation)하여 보여지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참여하는

반면, 여학생은 더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김은영

(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 학습습관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학습습관의 하위

변인인 숙달목적지향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Patrick 등(1999)의 연구와는 맥을 달리하

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은영(2014)은 남학생이 자신의 학습습관을 더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여학생보다 도전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에 도전하

고자 하는 숙달목적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숙달목적의 성차에 대한 선

행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숙달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

을 고려하여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 또한 일관되지 않다.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김은영,

2014)가 있는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삶의 질 점수에 차이가 없거나(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Cikrikci & Odaci, 2016)을 밝혀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한편, 성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차를 보

여, 남학생은 교사관계에 적응이 높고 여학생은 학교규칙과 교우관계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강금주, 윤숙영, 신현숙, 2012). 따라서 숙달목적지향과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세 변

인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성차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국내에서 청소년의 숙달목적지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관련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

며(조한익, 2012; 최희철 등, 2017),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 또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이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중학교 초기의 학교적응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종단적 접근은 드물었다. 또한 숙달목적지향성은 내적동기를 갖는 것으로 한 개인의 내면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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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로 학교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초기 청

소년기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의 시기에 이들 세

변수의 역동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희철 등(2017)의 연구에

서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숙달목표지향은 중학교 3학년 시점의 학습활동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적지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인차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지만(Payne et al., 2007), 개인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꼭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증거도 있다(Boyce, Wood, Daly, & Sedikides, 2015). 따라서 숙달목적지향성, 학교적응, 삶의 만

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해 훈련이나 중재를 통해 숙달목적지향성을 키워준다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uarino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와 종단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각 시점에서 변인을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숙달목적지향성,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와 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시기의 숙달목적지

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시기

에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지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

이는지 함께 검증하여 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과정이 필요한지도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6학년의 숙달목적지향성과 중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중학교 2학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6학년의 숙달목적지향성이 중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중

학교 2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영향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초6

숙달목적지향성

중2

삶의 만족도

중1

학교적응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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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중 초4 패널의 3차(초6), 4차(중1), 5차년도(중2) 자료를 활용하였다.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은 학업과 학교환경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

응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학교 초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중학교 생활 전반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있는 중1 시기 학교 적응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초6 시기의 숙달

목적지향적 태도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중1 시기의 학교에서의 적응이 이후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1년 이후인 중2 시기의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시기의 숙달목적지향성이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차년도(초 6) 자료에서 숙달목적지향성을, 4차년도

(중1) 자료에서 학교적응을, 5차년도(중 2)자료에서 삶의 만족도 변인을 선택하였다.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378명 중 각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1,947명으로 남학생은

1025명(52.6%), 여학생은 922명(47.4%)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39.4%, 고등학교

졸업 35.3%, 전문대 졸업 10.4%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4.7%, 대학교

졸업 31.7%, 전문대 졸업 13.0%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숙달목적지향성

숙달목적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중 김세영

(2005)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에서 수정, 보완한 학습

습관의 하위척도(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중 숙달목적지향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숙달목적지향성은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나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목적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정화

실, 2009, 재인용)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에서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4개의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의 예를 살펴보면, 학습활동에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에는 ‘학교 물건을 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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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교우관계에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에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응답하였다. 총 문항 중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와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8문항을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학습활동 .71, 학교규칙 .81, 교우

관계 .61, 교사관계 .89 이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9 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신영 등(2006)의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

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매

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을 산출하였다. Cronbach α값의 기준은

.70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로 보지만, 0.5∼0.75도 양호하게 신뢰성 있는 척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Hinton, McMurray, & Brownlow, 2004).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

고, 연구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χ
2
, N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

2
값은 p값이 .05 이상일 때, 만족스러운 것으

로 받아들여지지만, χ
2
는 표본크기에 민감하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문제

가 있어(홍세희, 2000),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NFI, TLI, CFI

모두 .90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이하일 때 적합하고,

.08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2).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연구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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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 지향성은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 전체(r =

.58, p < .001) 및 각 하위요인(r = .42∼ .45, p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18, p < .001).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수준과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 전체(r = .19, p < .001)와 각 하위요인(r = .11

∼ .19, p < .001)은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중학교 1학년 시

기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1. 초6 숙달목적지향성 -

2. 중1 학교적응 .58*** -

3. 학습활동 .55*** .80*** -

4. 학교규칙 .42*** .79*** .56*** -

5. 교우관계 .43*** .72*** .61*** .45*** -

6. 교사관계 .42*** .80*** .46*** .45*** .42*** -

7. 중2 삶의 만족도 .18*** .19*** .19*** .11*** .19*** .13*** -

평균 2.87 3.01 2.91 2.97 3.13 3.03 3.04

표준편차 .74 .44 .53 .56 .45 .71 .59

왜도 -.22 -.35 -.43 -.37 -.34 -.52 -.11

첨도 -.34 .94 .81 .95 .52 -.01 .03

***p < .0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1,947)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 지향성이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연구모

형과 수정모형의 비교를 통해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고 그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

를 확인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 지향성이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 지향성과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모형의 적합도는 χ2
= 40.85(df = 8, p < .001), NFI = .99, TLI =

.98, CFI = .99, RMSEA = .05 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초등

학교 6학년 숙달목적지향성이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직접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을 수정모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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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모형을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모형의 적합도는χ2
= 43.73(df = 9, p < .001), NFI =

.99, TLI = .98, CFI = .99, RMSEA = .05 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의 차이값은 2.88, 자유도의 차

이값은 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자유도가 높고 간명성이 높은 수정모

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즉, 최종모형은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지향성→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인 완전매개모형이다.

χ
2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A) 40.85*** 8 .99 .98 .99 .05

수정모형(B) 43.73*** 9 .99 .98 .99 .05

B-A △χ
2
=2.88,△df=1, p > .05

***p < .001.

표 2. 모형의 적합도 (N=1,947)

초6

숙달목적지향성

중2

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중1

학교적응
.66*** .18***

.60

주. 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함

***p < .001.

그림 2. 연구모형

초6

숙달목적지향성

중2

삶의 만족도

중1

학교적응

.67*** .23***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주.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함

***p < .001.

그림 3.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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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 R.

초6 숙달목적지향성 → 중1 학교적응 .38 .67 .01 29.08***

중1 학교적응 → 중2 삶의 만족도 .33 .23 .04 9.42***

***p < .001.

표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N=1,947)

경로 Z

초6 숙달목적지향성 → 중1학교적응 → 중2 삶의 만족도 8.06***

***p < .001.

표 4. 매개효과 검증 (N=1,947)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 지향성은 중

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β = .67, p < .001), 중학교 1학년 학교적

응이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3, p < .001).

또한, Sobel test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지향성은 중1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중학교 2학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Z = 8.06, p < .001).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숙달목적 지향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하며,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할수록 1년 후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3. 다집단분석: 성차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숙달목적지향성이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중학교 2학

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에

적합한 모형인가를 확인하는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두 집단

모두 NFI, TLI, CFI 가 .90이상, RMSEA의 경우 남학생은 .06이하, 여학생은 .05이하로 양호한 적

합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집단간 요인구조가 동일하다는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χ
2 df NFI TLI CFI RMSEA

남학생 40.97*** 9 .98 .97 .98 .06

여학생 13.59*** 9 .99 .99 .99 .02

***p < .001.

표 5. 형태동일성 검증 (N=1,947)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두 집단을 합한 전체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하고, 각 집단의 측정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χ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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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χ2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 변인들 간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구조동

일성 모형) 간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χ2

차이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하여 구조동일성이 성립하였다(표 6 참고).

χ
2 df NFI TLI CFI RMSEA

기저모형(A) 54.56
***

18 .98 .98 .99 .03

측정동일성 모형(B) 60.84
***

21 .98 .98 .99 .03

구조동일성 모형(C) 92.16
***

23 .97 .97 .98 .04

B-A △χ
2
= 6.28, △df = 3 , p > .05

C-B △χ
2
= 31.33, △df = 2 , p < .001

***p < .001.

표 6. 동일성 검증 (N=1,947)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내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7과 그림 4에서 보듯이, 남

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경로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숙달

목적지향성이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에 초등학교시기의 숙달목적지향성이 1년 이후의 학교적응에 상대

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중학교 2학

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의 경우 중학교 초기의 학교적응이 1년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초등학교 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이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로
남학생 여학생

△χ
2
(△df)

B β SE C.R. B β SE C.R.

초6 숙달목적지향

→ 중1 학교적응
.42 .71 .02 22.64*** .35 .63 .02 19.03*** 20.74(1)***

중1 학교적응

→ 중2 삶의 만족도
.25 .18 .05 5.35*** .46 .32 .05 8.88*** 12.13(1)***

***p < .001.

표 7.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 (N=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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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Z

남학생 여학생

초6 숙달목적지향성 → 중1학교적응 → 중2 삶의 만족도 4.86* 8.14*

*p < .05.

표 8. 매개효과 검증 (N=1,947)

초6

숙달목적지향성

중2

삶의 만족도

중1

학교적응

.71***(.63***) .18***(.32***)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주1.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함

2.남학생(여학생)

***p < .001.

그림 4. 성에 따른 차이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동의 학습습관 중 스스로

학습목표를 정하며 학습과정에 가치를 두고 즐거움을 느끼는 숙달목적지향성이 중학교에 진학

한 이후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타난 숙달목적지향성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습득하는 지적

성취의 과정에 의미를 두는 학습습관을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결과, 보다 고난이도의 학습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더 복잡한 대인관계를 수행해야하는 중학교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목적지향성과 숙달목적지향성을 포함한 학습습관이 학교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귀옥, 2017; 최희철 등, 2017; Payne et al, 2007)와

일치한다.

학교적응이 개인의 발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학생 시기의 생활상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숙달목적지향성과 학교적응의 높은 상관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필요한 아동기 학습지도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숙달목적지향성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

거나 학습활동이나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바, 초등학교 시기까지 아동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며 학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 중학교 입학 후의 학업수행

에 도움이 되며 또한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력을 발달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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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자 학업수행에 참여하고, 과제를 즐기

는 내적동기에 힘입어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통해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Hardre 등(2003)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이러한 학교적응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으로 이어져, 중

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Moksnes et al., 2016; Proctor et al., 2010). 학교에서의 학업, 인지적 활동, 또래관계, 교사

관계 모두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연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Danielsen et al., 2009; Eccles & Roser, 2011; Moksnes et al., 2016; Siddal et al., 2013; Suldo et al.,

2006). 특히 중학교 입학은 새로운 학교제도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초기 청소년에게 매우 큰 발달

적 변화이며, 학업과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과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였는지 여부는 이후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안정감과 안녕

감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숙달목적지향성은 중학교 진학 후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을 돕는 선행변수로 작용하며,

이러한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을 통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이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녀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숙달목적지향성을 포함한 학습습관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

이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이귀옥,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적 능력이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Danielsen et al., 2009; Huebner,

Valois, Paxton, & Drane, 2004)와 여학생의 학업적 적응과 웰빙과의 관련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

다는 연구결과(Cotterell, 1992)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학교적응이 학업 뿐 아니라 또래 및 교

사와의 대인관계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과 교

사 및 또래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 보다 큰 것

으로, 대인관계의 적응여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여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된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중요시하고 관계지향적 특

성을 보이며(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이주리, 2008), 여학생들의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박영숙, 2009; 정병삼,

2010)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학교적응 이외의 다른 요인이 삶의 만족도

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귀인성

향(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자아정체감(박가화, 이지민, 2014)이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학교적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학습습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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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았다.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것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

하는데 여학생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중학교 남학생은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은 숙달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효능성이나 학습전략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Patrick 등(1999)

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나, 남학생이 학습습관과 숙달목적 점수가 더 높고 행동통제

가 더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김은영(2014)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도전성향이 더 강하며, 이러한 학습에 대한 도전의 경험이 충분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숙달목

적지향성과 같은 학습습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르고, 학교적응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에 따라 다르므로 남녀아동의 학습습관과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에서 성별로 다른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여학생들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학교 입학 후 새로운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해 교사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 초등학교

시기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내적동기를 높임으로써, 어려운 과제에도 도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목표와 숙달목적태도가 삶의 만족감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Tian, Yu, & Huebner, 2017, Wang, Li, Sun, Cheng, & Zhang,

2017)와 유사한 반면, 학습습관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성취가치 측면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청

소년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밝혀온 것(안도희, 김유리, 2015; 이유리 등, 2015)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목적지향성이라는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

치지는 않으나, 학교적응이라는 요인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

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숙달목적지향성이 2년 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작

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횡단설계를 통해 숙달목적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후속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해줄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시기의 숙달목적 지향성은 중학교 입학 후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을

돕는 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2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달목적지향성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청소년기의 학교

적응과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학습습관에 대해 개입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으

며 그 개입과 중재의 절차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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