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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 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권 혜 진(나사렛  교수)․성 미 (서경  교수)

아동 청소년들의 삶에 만족도에 한 연구는 아동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현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는 미래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 개

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정서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해나가는 시점에 있는 초등 고학년 

아동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가정

이나 학교에서 학업성취에 한 압박과 부담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주요

한 생활무 는 학교이므로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

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적극적 과정으로 개인의 정서상태와 

정서문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정서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삶의 만족도에 한 정서문제의 영

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 2010의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2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로

는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척도가 사용되었고 각 문항은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 적도이다.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적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하위영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영

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삶

의 만족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한 정서문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정서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정서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한 정서문제의 영향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부분적으

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는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

기이며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아서 학교생활이 중요하며, 따라서 학교생활적

응은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