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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의 BMI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이 어

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2010 중1 패널의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부모의 관심, 문제행동,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

울 및 학업성취도 (더미변수 처리)이다. 서술적 통계, 피어슨의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학업성취도 상이 공통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이 11.3 19.1%였

다. 여학생은 주의집중 문제가 공통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이 14.9∼42.4%였다. 학교적응의 영

향요인들은 남녀학생의 BMI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중학생의 학

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BMI 정도에 따라 성별 특성에 맞춘 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주요용어: 중학생, 체질량지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교적응.

1. 머리말

1.1. 연구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자기의 독자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적응에 대해 학자들은 학교생활, 심리적 안녕감

및 문제행동을 주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Shek, 1997).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학교 안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적절한 학업적, 사회적 기능을 해 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학교라는 사회, 환경적 체계 안에서 개인

의 욕구와 학교의 요구 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이 학교에서의 적응 (Jo, 2008)을 의미하

며, 그 결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바람직한 사회, 정서적 행동을 보인다

(Kang, 2010). 그러나 학교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실제로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의 2004년 학업중단율이

0.7%에서 2010년 1.0%로 늘어나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학교생활에 적

응하지못하는청소년들이학교생활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고, 부적응을예방하여바람직한청소

년기를보내도록돕는것이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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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스트레스 (Kang과 Hwang, 2012; Kim과 Kim, 2004), 학업성적

이나 수업결손 등의 학업적 적응 (Lee와 Lee, 2012; Lee, 2001; Roeser와 Eccles, 1998), 자아존중감이

나 우울 등의 심리적 적응 (Roeser와 Eccles, 1998)이나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같은 사회정서문제 (Keum 등, 2013; Lee와 Lee, 2012)및 문제행동 (Lee, 2013) 등을 영향요인

이나 예측 (독립)변수로 보고하였다.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되게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성적이 낮으며

(Kim과 Kim, 2004), 학교적응에부정적이고 (Kang과 Hwang, 2012; Kim과 Kim, 2004), 남녀학생간

차이가있다고보고하였다 (Kang과 Hwang, 2012). 학업적적응의경우는성적이높을수록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 (Lee와 Lee, 2012)와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다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연구 (Keum 등, 2013)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배제한 상태

에서도성별에따라성적이나적응의영향요인이다를것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최근들어학교적응에대한거듭된연구를통해다양한접근이이뤄짐으로써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

규칙 및 학습활동 등의 학교생활적응 (Keum 등, 2013; Lee, 2001; Lee와 Cho, 2007; Roeser와 Eccles,

1998)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는 학교적응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스트레스나 성

적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점차 학교적응에 대한 포괄적 접근 (Keum 등, 2013)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즉, 다양한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은 스트레스나 성적 등의 단일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 그러나학교적응에대한다차원적인접근에도불구하고, 이들연구의대부분이성별에따른단순비

교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것이거나,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구조방정식을 통해 학업성취

도,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가 독립변수임을 확인

(Keum 등, 2013)했으나성별 구분이 없어 기존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남녀학생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어 연구결과를 학교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바로 적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학교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학교적응 영향요인이 남녀학생 간에 어떻

게다른지확인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최근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

되 고 있다. 비만의 부정적 영향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문제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논란

이 되고 있으나 (Braet 등, 1997), 국가들에 따라 분석결과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비만의 심리

사회적영향에대해명확한결론을도출하기에는충분치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Atlantis와 Baker,

2008).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외모에 민감성이 높은 청소년기에 비만의 부

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Cornette, 2008). 또한,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체중조절 등을 야기해 저체중에 이르게도 한

다 (Moon과 Lee, 2009). 그러므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스트

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에 따라 학교적응 영향요인

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살펴본 후, 생활환경스트레스는 1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자신 스트레스는 3학년이 가

장높게나타났다는보고 (Jang과 Son, 2006)와 2학년이스트레스가가장낮았다는보고 (Lee, 2011)에

근거해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청소년기 체중이나 BMI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업성취 (Choi 등, 2009; Lee와 Kim, 2011),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 (Lee와 Kim, 2011)에 대한 과

체중이나비만의부정적영향력에대한보고가대부분이었다. 그러나 Choi 등 (2009)의연구는집단구

분에 사용한 기준이 아동/청소년 성장도표와는 다른 성인 기준을 적용해 올바른 비교라고 보기는 어려

우며, Lee와 Kim (2011)의 연구는 2007 아동/청소년 성장도표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 2007)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의 3군으로 비교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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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변수별로 정상 대 과체중 이상, 정상 대 비만이나 정상체중/과체중 대 비만의 비교로 BMI 정도

에 따라 학교적응의 영향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는 어렵다. 이에 BMI 각 군별 학교적응의 영

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군별 특성에 맞춘 학교적응 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MI나 학교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는 많으

나 (Lee와 Lee, 2012; Lee, 2011), 성별에 따라 어떤 요소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 연구

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

로학교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남녀학생의 BMI 정도에따라확인하고자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녀학생의 BMI 정도에 따라

확인하고자시도되었으며, 그구체적목적은다음과같다.

• 일반적특성과학교적응영향요인을확인한다.

• 남녀학생 각각 BMI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 문

제행동,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및 학업성취도 상/중/하를 설명변수로

학교적응을종속변수로하여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2010 중1 패널 (2009 교육통계연보 기준에 의거해 표집)의 2차년도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이 자료는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으로 추출된 자료이므로,

중학교 2학년의 모집단에 가까운 표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는 연구로 16개 시도를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지역적 근접성

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눈 후, 각 시도별 층별 배분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추출된 학교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집한 총 2,351건

의 자료 중 결측값 92건과 BMI 5백분위수 미만 120건을 제외한 2,13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2.1).

 Total subjects : 2,351
 92 Excluded 

: non-BMI data 

 

2,259 Selected
120 Excluded 

  BMI<5%ile

2,139  in Final analysis

  Male: 1,078

Femali: 1,061

Figure 2.1 Selection of subjects from KCYPS 2010-2n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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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은 성별과 BMI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BMI 정도에 따른 집단 분류는 2007 성

장도표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 2007)에근거하였다. BMI는키에대

한몸무게의비율로계산한다 (체중[kg]/신장의제곱[m2]). 2007 성장도표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 2007)는 신체계측의 정상을 5∼95백분위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

상적 의미가 아닌 선별 참고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은 주로 학령

기와 사춘기 연령 이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각 연령에 해당되는 체질량 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성인 비만 기준인 25kg/m2 이상인 경우는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으로 정의한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 2007). 같은 연령군에서 과체중 기준은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으로 정의한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 2007).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5∼84백분위수를 정상으로, 85∼94백분위수 또는 85백분위수∼25kg/m2 미만을 과체

중으로, 95백분위수이상이거나 BMI가 25kg/m2 이상인경우를비만으로하였다.

2.2. 연구도구

1) 종속변수 : 학교적응

Min (1991)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학교행사 관련 문항을 제

외하고 수정·보완한 20문항,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크론바 알파 (Crobach alpha)는 .87로 각 하위영역의 크론바 알

파는교사관계 .84, 교우관계 .69, 학교규칙 .79, 학습활동 .70이었다.

2) 설명변수

(1) 부모의관심

부모의 관심은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의미하며, Lee 등 (2011)이 작성한 ‘부모님 (보호자)께

서는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항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다에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의 4점 리커트척도 척도로 측정한 것을 역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즉, 보호자가 대상자의 친한 친구에 대

한 관심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이 큰 것을 의미한다. 총3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크론바알파는 .65였다.

(2) 문제행동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일탈 및 비행에 해당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빈

도가높은것을의미하며, 본연구에서신뢰도크론바알파는 .68이었다.

(3) 공격성

Jo와 Im (2003)가 개발한 척도 중 공격성 측정 6문항을 사용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공격적임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크론바 알파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크론바 알파는 .81이었

다.

(4) 주의집중문제

Jo와 Im (2003)가 개발한 척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에 대한 7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중

복문항 1개를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문제가 더 많은 것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신뢰도크론바알파는 .78이었으며, 본연구에서신뢰도크론바알파는 .79였다.

(5) 신체증상

Jo와 Im (2003)가개발한척도중신체화증상측정 9문항을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중복문항 2개를

제외하고 7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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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당시신뢰도크론바알파는 .81이었으며, 본연구에서신뢰도크론바알파는 .86이었다.

(6) 사회적위축

Kim과 Kim (1998)이 개발한 척도 중 수줍음 행동 7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중복문항을 제

외하고 수정하여 5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개발당시신뢰도크론바알파는 .90이었으며, 본연구에서신뢰도크론바알파는 .85였다.

(7)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 (Kim 등,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 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3문항을 제외하

고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크론바 알파는

.90이었다.

(8) 학업성취도

학생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3문항,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를 상중하 3개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는 상으로, 보통은 중으

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하로 분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것을의미하며, 본연구에서신뢰도크론바알파는 .77이었다.

2.3. 연구진행절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패널의 2차년도 데이터에서 연구 변인을 선정하였다. 그 후 본 연

구자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자료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C대학

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연구승인 (CUPIRB-2014-029)을받았다.

2.4. 자료 분석 방법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학교적응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

수로 사용할 학교적응은 양적 변수이고, 설명변수로 사용할 변수 중 부모의 관심, 문제행동, 공격성, 주

의집중문제,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모두 양적변수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질적 변수이므

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상중하 3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으므로 2개의 더미변수 (기준

은하)를가진다. 즉, 학업성취도더미 1은학업성취도상에해당되며, 학업성취도더미 2는학업성취도

중에해당되어더미 1, 2 대신에상, 중으로표기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

연구대상자는 총 2,139명으로 일반적 특성과 학교적응 및 관련변수는 Table 3.1과 같다. 대상자의 평

균나이는 남녀 모두 13.7세로 같았으며, BMI는 정상체중과 비만군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적었으

며, 평균값 역시 여학생 (19.93±2.65점)이 남학생 (20.86±3.36점)에 비해 다소 작았다. 학업성취도는

남녀모두하가각각 39.2%, 42.7%로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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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ale (n=1,078) Female (n=1,061)
n (%) or M±SD n (%) or M±SD

Age (yr) 13.7±0.45 13.7±0.47

Body mass index

Normal weight 910 (42.5) 959 (44.8)
Overweight 36 (1.7) 49 (2.3)

Obese 132 (6.2) 53 (2.5)
20.86±3.36 19.93±2.65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of teacher 2.83±0.67 2.78±0.65
Relationship of friends 2.98±0.44 3.07±0.38
School rule observance 2.76±0.59 2.84±0.52
Academic performance 2.73±0.54 2.75±0.50

Total 2.82±0.43 2.86±0.39

Academic achievement

High 334 (31.0) 301 (28.4)
Moderate 321 (26.8) 307 (28.9)

Low 423 (39.2) 453 (42.7)
3.02±0.98 2.97±0.90

Parental interest about friends 2.83±0.65 3.05±0.47
Behavioral problem 0.03±0.08 0.02±0.06

Aggression 2.10±0.57 2.16±0.56
Attention problem 2.41±0.54 2.38±0.52
Somatic symptom 1.93±0.62 2.07±0.63
Social withdrawal 2.24±0.71 2.24±0.70

Depression 1.84±0.60 2.01±0.61

3.2.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학교적응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군

은 학교적응과 변인들 간에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0.170∼0.299), 과체중군은 학업성취도 더

미1만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 (r=0.416)가 나타났다. 비만군은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우울 및 학

업성취도 더미1에서 낮은 상관관계 (r=0.189∼0.250)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 정상 체중군은 학

교적응과 변인들 간은 낮은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0.123∼0.402), 과체중군

은 공격성 (r=-0.436)과 주의집중 문제 (r=-0.399)만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만군은

주의집중문제만중간정도의상관관계 (r=-0.386)가나타나, 남녀학생간에다소차이가나타났다.

Table 3.2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Variable
School adjustment r (p)

Normal body weight Over-weight Obesity

Male (n=1,078)

1 .182*** .175 .011
2 -.188*** -.010 -.051
3 -.229*** -.041 -.189*
4 -.270*** -.077 -.299**
5 -.176*** -.171 -.115
6 -.170*** -.211 -.158
7 -.202*** -.310 -.230**
8 .299*** .416* .250**
9 -.052 -.020 .111

Female (n=1,061)

1 .254*** .277 .077
2 -.123*** -.199 -.144
3 -.337*** -.436** -.267
4 -.402*** -.399** -.386**
5 -.222*** -.043 -.132
6 -.239*** -.277 -.026
7 -.310*** -.123 -.190
8 .245*** .193 -.029
9 .003 .088 .122

1=Parental interest about friends; 2=Behavioral problem; 3=Aggression; 4=Attention problem;

5=Somatic symptom; 6=Social withdrawal; 7=Depression; 8=Academic achievement high;

9=Academic achievement moderate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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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교적응 영향요인

최초의 모형은 Table 3.3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값은 남성의 경우 정상체

중은 13.4%, 과체중은 9.1% 및 비만은 39.4%였으며, 여성은 차례대로 6.2%, 7.5% 및 21.8%로 나타났

지만, 각 개별 계수들의 유의성 검정에서 몇몇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단계선택법을 이용 (Son과 Lee, 2013)하여 설명변수를 선택하여 최

종모형을설정하였으며, 최종모형과각변수의회귀계수에대한결과는 Table 3.4와같다.

Table 3.3 1st Model summary and regression coefficients

Gender BMI Model R R2 Adjusted R2 SEE D-W F p

Male

Nw 1 .365 .134 .127 .403 1.95 19.87 <.001

Ow 1 .301 .091 .040 .379 1.86 1.78 .098

Ob 1 .627 .394 .290 .351 2.29 3.80 .003

Female

Nw 1 .249 .062 .054 .941 1.91 8.48 <.001

Ow 1 .274 .075 .023 .986 2.32 1.44 .196

Ob 1 .467 .218 .084 .961 1.76 1.63 .154

BMI=Body mass index; Nw=normal body weight; Ow=over-weight; Ob=obesity

Table 3.4 Adjusted model summary and regression coefficients

Variables Categorie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Collinearity

Coefficients Coefficients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Male
(Constant) 3.05 .09 32.47 <.001

NW (n=910)
Parental interest

about friends
0.08 .02 .12 3.77 <.001 0.96 1.04

Behavioral problem 0.74 .17 .14 4.48 <.001 0.98 1.02

Attention problem 0.15 .03 .19 5.77 <.001 0.89 1.12

Depression 0.07 .02 .10 2.98 .003 0.89 1.13

Academic

achievement high
0.23 .03 .25 8.28 <.001 0.98 1.03

Model 1: R=.437, R2=.191, Adjusted R2=.187, SEE=.389, D-W=1.85, F=42.71, p <.001

OW (n= 36)
(Constant) 2.66 .08 32.14 <.001

Academic

achievement high
0.38 .14 .42 2.66 .012 1.00 1.00

Model 1: R=.416, R2=.173, Adjusted R2=.148, SEE=.405, D-W=1.93, F=7.10, p =.012

OB (n=132)
(Constant) 3.09 .14 21.68 <.001

Attention problem 0.15 .05 .22 2.64 .008 1.00 1.00

Academic

achievement high
0.29 .08 .25 2.95 .004 1.00 1.00

Model 1: R=.335, R2=.113, Adjusted R2=.099, SEE=.367, D-W=1.81, F=8.18, p <.001

Female
(Constant) 3.05 .10 31.39 <.001

NW (n=959)
Parental interest

about friends
0.17 .02 .21 7.41 <.001 0.97 1.04

Behavioral problem 0.48 .17 .08 2.76 .006 0.95 1.05

Agression 0.09 .03 .14 3.56 <.001 0.53 1.90

Attention problem 0.20 .03 .26 7.60 <.001 0.63 1.59

Somatic symptom 0.07 .02 .11 2.94 .003 0.52 1.93

Social withdrawal 0.04 .02 .08 2.28 .023 0.68 1.48

Depression 0.06 .03 .10 2.40 .017 0.47 2.13

Academic

achievement high
0.16 .02 .19 6.67 <.001 0.97 1.03

Model 1: R=.553, R2=.282, Adjusted R2=.276, SEE=.328, D-W=1.99, F=46.70, p <.001

OW (n= 49)
(Constant) 2.82 .39 7.28 <.001

Parental interest

about friends
0.21 .09 .28 2.27 .028 0.91 1.10

Agression 0.28 .12 .39 2.27 .028 0.45 2.21

Attention problem 0.28 .14 .35 2.09 .043 0.48 2.10

Somatic symptom 0.29 .09 .45 3.09 .003 0.63 1.59

Academic

achievement high
0.27 .11 .30 2.48 .017 0.94 1.07

Model 1: R=.651, R2=.424, Adjusted R2=.357, SEE=.334, D-W=1.89, F=6.33, p <.001

OB (n= 53)
(Constant) 3.56 .26 13.83 <.001

Attention problem 0.31 .10 .39 2.99 .004 1.00 1.00

Model 1: R=.386, R2=.149, Adjusted R2=.133, SEE=.388, D-W=1.94, F=8.94, p= .004

SE=standard error; NW=normal body weight; OB=obesity; OW=over-weight; SEE=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D-W=Durbin-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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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학생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의 모형은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2.71, p <0.001; F=7.10, p =0.012; F=8.18, p <0.001). 또한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는 차례대로 19.1%, 17.3%, 11.3%로 다소 낮았다. 여학생의 선형회귀

분석 결과도 모든 군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6.70, p <0.001; F=6.33, p <0.001; F=8.94, p

=0.004).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는 차례대로 28.2%, 42.4%, 14.9%였다. 등분

산성, 정규성, 선형성및독립성의 4가지가정을만족하였고, 다중공선성도존재하지않았다.

수정된 모형에서 각 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결과도 Table 3.4와 같다. 남학생 정상체중군의 경우 부

모의 관심, 문제행동, 주의집중문제, 우울 및 학업성취도 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업성취도 상의

값이 1인경우다른학업성취도범주보다학교적응값이 0.23만큼증가하였다. 표준화계수 β 값으로각

변수가학교적응에미치는상대적영향력을알수있다. 학업성취도상 (표준화계수 β =0.25)은학교적

응에 우울 (표준화계수 β =0.10)보다 약 2.5배, 문제행동 (표준화계수 β =0.19)보다 약 1.3배 높은 영

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남학생 과체중군의 경우 , 학업성취도 상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성취도 상의 값이 1 증가함

에따라학교적응은 0.38만큼증가하였다.

남학생 비만군의 경 우, 주의집중문제 및 학업성취도 상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성취도 상의

값이 1인 경우 다른 학업성취도 범주보다 학교적응은 0.29만큼 증가하였다. 각 변수가 학교적응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학업성취도 상 (표준화계수 β =0.25)은 학교적응에 주의집중문제 (표준

화계수 β =0.22)보다약 1.1배높은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여학생 정상체중군의 경우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업성취도 상의 값이 1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학업성취도 범주보다 학교적응은 0.16만큼 증가하였다. 각 변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주의집중문제 (표준화계수 β =0.26)은 학교적응에 사회적 위축 (표준화계수 β

=0.08)보다 약 3.3배, 학업성취도 상 (표준화계수 β =0.19)보다 약 1.4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수있었다.

여학생 과체중군의 경우 부모의 관심,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신체증상 및 학업성취도 상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업성취도 상의 값이 1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학업성취도 범주보다 학교적응은

0.27만큼 증가하였다. 각 변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신체증상 (표준화계

수 β =0.45)은 학교적응에 부모의 관심 (표준화계수 β =0.28)보다 약 1.6배, 공격성 (표준화계수 β

=0.39)보다약 1.2배높은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학생비만군의경우, 주의집중문제만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4. 논의

본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패널의 2차년

도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함으로써 대상

자 편중을 최소화했다는 이점이 있다. 청소년의 성별과 BMI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의 영향요인들이 각

각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여 추후 청소년의 학교적응 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된서술적조사연구이다.

먼저 남학생 BMI 정도에 따른 학교적응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정상체중군의 경우는 부모의 관심, 문

제행동, 주의집중문제, 우울 및 학업성취도 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체중군인 경우는 학업성취도 상

만 유의했으며, 비만군에서는 주의집중문제와 학업성취도 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정

상체중군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과체중군에서는 부모의 관심,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신체증상 및 학업성취도 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만군의 경우는 주의집중문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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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BMI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에서 정상

체중군보다 과체중이나 비만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 적었다. 과체중이나 비만군

에서 단일요인의 설명력이 14.9 17.3%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요인은 과체중과 비만군을 위한 학교적

응 증진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영향요인임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영향요인이과체중과비만군에서더적은이유를보다명확히밝히기위한추후연구가필요할것이다.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MI 정도에 따른 영향요인을 어떻게 수정, 완화시켜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증진

시킬지에 대해 고민에 앞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어떤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남녀학생의 BMI를 구분하여 비교한

보고가 거의 없어 BMI 정도에 따른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여 각 변수별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

고자한다.

부모의관심은정상체중군의남녀학생과과체중군인여학생의경우에학교적응에영향을끼치는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 (Lee와 Lee, 2012)에서

부모의 관심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본 연구결과 남학생

과체중군과 비만군 및 여학생 비만군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중학

생의 BMI에 따라 부모와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다르다고 느낀 때문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달

라진때문인지확인하기위한추후연구가필요하다.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 (Keum 등, 2013; Lee와 Lee, 2012)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것과 정상체중

군인 여학생의 경우는 완전 일치하나, 남학생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남학생 비만군은 주의

집중문제가, 여학생의 경우는 과체중군은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및 신체증상이, 비만군은 주의집중문제

만유의한영향요인이었다. 즉, 성별에따라학교적응에차이가있다고한선행연구의결과 (Lee와 Lee,

2012; Seong과 Lee, 2012)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BMI에 따라 남녀학생의 영향요인이 다르므로 추

후 중학생의 학교적응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생들의 BMI를 기초로 구성내용을 달리해야 함을

확인한것은본연구의의의이다.

문제행동은 남녀학생 정상체중군에서만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행동이 적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한 Lee (2013)의 연구결과와 비만인 청소년이 섭식장애 (Yoo 등, 2012)나

결석, 수업결손 (Schwimmer 등, 2003) 등의 문제행동이 더 많았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차이가 BMI의 차이-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표준 성장 차트의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집단

을 분류하였으나, 선행연구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 성장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함- 때

문인지, 아니면 표집 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BMI에 따라 표본을 짝짖기하여 집단별

로어떤차이가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학업성취도 상은 여학생 비만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가

‘상’인 그룹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학생들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들 (Choi 등, 2009; Lee와 Kim, 201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진학이 목표인 중고등

학교의학내분위기를반영한결과라하겠다.

학교적응의상대적영향력을살펴보면, 남학생의경우는모든군에서학업성취도상이다른변수에비

해상대적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나, 남학생의학교적응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학업적성취감을높일

수 있도록 칭찬이나 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학생의 경우는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에서 주의

집중 문제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군에서는 신체증상,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순으로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

생과 달리 주의집중 문제가 공통되게 상대적 영향력이 크므로, 여학생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주의집중문제가있는지선별하여, 문제가있는여학생의경우는수업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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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필요할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BMI 정도에 따

라 학교적응 영향요인 (학업성취도, 부모의 관심,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및 문제행동)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학생의 학교적응 영향요

인은 성별에 따라, BMI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의 공통된

영향요인이남학생의경우는학업성취도였고, 여학생의경우는주의집중문제임을확인한것은본연구

의의의이다. 다만, 학교적응과관련된많은변수들을포함하지않아다른변수가추가될경우연구결과

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학교적응 증

진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시도한 연구로 너무 많은 개념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

램 적용시간이 길어지므로) 중학생에게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변수에 초점

을 맞춘 것이며, 이 때 하위권 성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을 설명변수에 추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적응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어떤부분을강화하여적응을증진시킬지에대한고민과함께다양한학교적응증진프로그램에대한추

후연구를제언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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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the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gender and body mass index (BMI)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nd-wav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This study used a cross-

sectional design with secondary analysis with KCYPS. The variables were parental

interest, behavioral problem, aggression, attention problem, somatic symptom,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

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s.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high, explaining

11.3∼19.1% of the variance in boys.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ttention problem, explaining 14.9∼42.4% of the variance in girls. Factors in-

fluencing school adjust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BMI.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gender-specific school

adjustment promotion programs according to B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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