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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는 물론 교사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이때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이 어

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인격형성, 자아개념 등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학생들

의 학교참여 변인은 교육성과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독립변수보다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교사변인과 관련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학교참여와 교육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교육성취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

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참여가 매개 역할을 하는가?

이 연구를 위하여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초등학생이 지각

한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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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

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참

여 척도’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는 ‘학교생활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세 척도 모두 구인타당도(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와 신뢰도(Cronbach’ s α)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T초등학교 6학년 학생 358명이다. ‘학업성취도’는 2학기 기말고

사 국어, 수학과목 성적을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고, Sobel검증

과 붓스트래핑 검증을 사용하여 학교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559, p<.001).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163, p<.001).

셋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교육성취도의 하위변인인 학업성취도(표준화

계수=.260, p<.01)와 학교생활만족도(표준화계수=.858, p<.001) 모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교육성취도

의 하위변인인 학업성취도(표준화계수=.163, p<.01)와 학교생활만족도(표준

화계수=.446, p<.05) 모두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교생활만족도 제고를 위

하여 학생의 학교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가 개별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 등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교육성취도

학 번 : 201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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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라는 곳은 공부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의미

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함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나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가르침을 주는 교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기가

어렵다. 교육적 환경의 핵심이며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

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지지자가 되기에, 학자들은

학생들의 학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특성에 대한 연구

를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교육에서 기대되는 교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과거에는 학생

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은 교사 이외에도 스마트 매체가 대체될 수 있게

되면서 교사에게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고

취시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초등학생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회·심리적 환경이 가정에

서 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

내는 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때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

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는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지식과 기술, 가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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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형성하게 하는 절대적인 사회적 지지원”이라 볼 수 있다(김혜

진, 2006; 이지민, 2008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며, 지지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학생의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와 함께 교사, 친구, 지역인사 등이 된다. 그 중 교사의 사

회적 지지는 아동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교사는 학교라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인자이며, 부모 다음으로 밀접하

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학생이 이를 어

떻게 지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병성

(1988)은 “교사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무리 잘 의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의 효과는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

다”고 했으며, 기타 연구에서도 학생이 교사의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느

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인격형성, 자아개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와 아동의 인식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는

아동의 특성을 잘 알고 사회적 지지 중의 하나인 교사의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교육성취도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때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

도는 교육성취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학업성취도는 인지적 성취를, 학

교생활만족도는 정의적 성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강명희 외, 2014; Hamre & Pianta,

2005)와 학교생활만족도(김지은, 2005; 박재암, 2011; 서영자, 2012; 주환

숙,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생활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Hamre & Pianta, 2005).



- 3 -

한편, 학생은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를 통하여 지적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

고, 이는 궁극적인 교육성과인 학업성취와 학교생활만족도와 직결된다.

학교참여는 ‘학교라는 장소적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활동함에 있어 보여

주는 몰입의 정도를 의미하며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데에 투자되는 심

리적 노력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Finn,

1993; Marks, 2000). 초기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와 긴밀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학교이탈, 학교에서의 소외, 학

업태만,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Finn, 1993; 김소영, 2010 재인용). 이후 “학교참여

개념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 수준을 설명해주는 논리적 변인으로 주목받

게 되었는데, 학교참여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은 모든 학령대에 대하여 입증”되었다(Marks, 2000; 김소영, 2010 재인

용).

최근에 학교의 환경적인 요인이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가 나오고 있다. 학교의 환경적 요인에는 학생-교사 관계, 물질적 지원,

물리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사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학생일

수록 학교를 더 좋아하고, 학급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

가 있다(Cothran & Ennis, 2000; Furrer & Skinner, 2003; Gest et al.,

2005; Ryan & Patrick, 2001).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교육성취도의 구인 간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비하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학교참여

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간

접적으로 교육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교육성취

사이의 매개변인으로서 학교수업에 한정한 태도에 관련된 연구변인은 많

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교생활 전반의 참여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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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미비하다. 학교참여는 교육적 목표를 지닌 학교활동에 학생이 투

자하는 노력과 함께 학교에 갖는 애착과 소속감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참여의 하위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교육성취에 미치는 과정변인

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학교참여를 토대로 학생들

에게 의미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가진 교육 변인이

다. 그러므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를 통해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생들

의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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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교육성취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2-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

교참여가 매개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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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정의

인간은 사회적・심리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

지(social support)”이다(박은성, 2010).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1970

년대 중반, 사회 환경과 개인의 건강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생태학적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Gottlieb, 1981), 이후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와 내

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및 사회적 지지의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그

학문적 배경이 다양하여 명료한 개념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개념의 발생과정과 함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지지

연구의 토대를 형성한 학자는 Cassel, Caplan, Cobb이다(심승원, 2000;

이원숙, 1992). Cassel(1974, 박은성, 2010 재인용)은 건강문제와 환경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환경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관계

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무질서한 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적・심리적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밝혔다.

Caplan(1974, 박은성, 2010 재인용)은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피

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피드백을 받으면 건강이 악화되는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차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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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을 첫째,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둘째, 자원봉사집

단과 상호원조집단, 셋째, 종교집단으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지지망을 분

류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Cobb(1976, 유이수, 2011 재인용)에 의해 사회적 지지의 개념 정

의와 기능 및 효과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음

을 알게 해 주고 예기치 못한 생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

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Weiss(1974, 이원숙, 1992 재인용)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가 생

활주기에 걸쳐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

에는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 확신,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도 및

지침, 양육의 기회 여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욕구 충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 사회적 기능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생활주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개인이 충분하게 지지되었다고 느끼고 고립감을

벗어나려면 이 모두를 필요로 한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한 개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거래’라고 정의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지 등

의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

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정도(상황중

심적 지지)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

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

도’라고 하였다. 김명숙(1995)은 사회적 지지를 지지제공자의 지지에 대

하여 평가하는 지지 지각, 실제로 아동이 받는 지지 행위 빈도인 지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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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그리고 지지 제공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지망 등의 다차원으로 제시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단일한 개념보다는 여러 측

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개인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해 각기 독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맺

고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고, 칭찬, 지도,

물질 및 재정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며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로 본다.

나.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인

학생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 즉 지지원과 제공되는

지지의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원을 강조한 연구들은 지지 제공자(supporter)에 관심을 둔 경우로,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 형제자매, 또래 친구, 교사

등을 지지 제공자로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기에 있어서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 친구, 교사가 된다(Cauce et al., 1982; Dubow et al.,

1989; Furman et al., 1985; Harter, 1985).

Cauce et al.(1982)은 청소년이 지각한 지지가 공식적 지지원, 가족 지

지원, 친구 지지원 등의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Dubow et al.(1989)는 가족, 교사, 또래와 같은 지지제공자를 제시하였

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Furman et al.(1985)은 부, 모, 친

구, 형제자매, 조부모, 교사 등을 지지제공자로서 제시하였으며,

Harter(1985)는 부모, 교사, 학급동료, 친한 친구 등을 구성요인을 제시하

고 이들에 대한 지지의 지각을 평가하였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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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차원으로서 개인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부, 모 및 이들을

포함하는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강성희, 1991; 김명

숙, 1995; Buhrmester et al., 1987).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구조적(객관적)인 측면과 기능적(지각된)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 왔다(김명숙, 1995; Cohen & Willis, 1985).

구조적인 측면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가족

이 몇 명이냐 등을 사회적 지지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주현정,

1998). 이원숙(1995)은 사회적 지지가 개념적으로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

므로 구조적 측면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핵심인 기능적 특성을 배제하

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여왔다.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다. 기

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의 초기에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단일 차원

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Cauce et al., 1982; Cobb, 1976;

Procidano & Heller, 1983).

Cobb(1976)은 보살핌, 존경, 가치인정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를 제

시하였고, Cauce et al.(1982)와 Procidano & Heller(198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

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연구자들(Cohen & Hoberman, 1983;

Cohen Mckay, 1984; Wilcox & Vernberg, 1985)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

을 단일 차원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다차원의 구성체로 인식해야 함을 주

장했다.

사회적 지지기능의 다차원적인 접근에 따라, Cobb(1979)은 사회적 지지

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

경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 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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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정보’인 관계망 지지를 포함시켰다.

Thoits(1986)는 사회적 지지를 ‘사랑, 돌봄, 지지, 동정, 소속감을 포함’

하는 사회 정서적 지지, ‘개인의 삶의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

는 조언 및 개인적 피드백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적 지지, ‘타인으로부터

행동이나 물질을 제공’받는 도구적 지지로 나누었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

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정서적 지지는 ‘타인과 여

가생활을 함께 보내는 것’,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

결하기 위한 도움’, 물질적 지지는 ‘재정적 도움이나 물질적 자원,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자존심 지원은 ‘개인이 높이 평가되고 수용된 것

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Stokes et al.(1984)은 정서적 지지, 인지적 정보, 직접적 지도, 유형적

지지를 제시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친밀한 느낌, 직접적 상호작용, 자존

감 형성, 편안함, 용기’를 말한다. 인지적 정보는 ‘조언이나 정보, 피드백

을 포함’하며, 직접적 지도는 ‘정보제공이나 직접적인 도움’을 말한다. 유

형적 지지는 ‘물질이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은 여러 학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여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는 정서적 지지로,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행위를 포함하고 둘째, 정보

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을 말하며 셋째, 평가적 지지는 칭

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 존중 등의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이며 넷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을 하여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한

다.

차주원(2001)은 사랑과 존중감을 제공하는 애정적 지지, 신임과 격려를

제공해 주는 긍정적 지지, 돈이나 물건, 간호 등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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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1994)는 도구적 지지, 사회 심리적 지지, 사교적 지지로 분류하였

다. 도구적 지지는 ‘물질적 도움 및 서비스의 교환을 말하며, 충고, 정보,

재정적 도움, 과업과 관련된 도움 등’을 포함한다. 사회 심리적 지지는

‘애정, 친밀감, 신뢰, 이해,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감정적 지

원’을 포함한다. 사교적 지지는 ‘관계망 내 성원들 간에 여가, 여행, 모임

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갖는 만남’을 의미한다.

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면, 김명숙(1995)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를 제시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표현해줌으로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자존

감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는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지원과 지지유형을 함께 고려한 연

구들도 보고되고 있다(김승미, 1997; 김은경, 2000; Furman et al., 1985;

Reid et al., 1989; Wolchik et al., 1989). 김승미(1997)와 김은경(2000)은

박지원(1985)이 만든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 교사, 친구의 각 지지원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지

지유형에 대한 아동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였고, Furman et al.(1985),

Wolchik et al.(1989)과 Reid et al.(1989)도 다차원적인 지지유형에 대한

각 지지원의 지각을 측정하여 이러한 모형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특성

을 밝히는데 적절하다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그 중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하나의 형태인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행동으로 정의한 연구물

도 있다. 박은성(2010)은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행동적 지지로 나누었다. 정서적 지지에는 관

심, 존중, 너그러움, 친절에 대한 요소가 있었고, 정보적 지지는 교수, 방

법, 충고, 조언에 대한 요소가 있었으며, 행동적 지지는 도와주기, 놀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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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혼내주기, 고쳐주기, 보살펴주기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김혜진(2006), 최주영(2012), 박진옥(2008)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

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때 정서적 지지는 ‘교사

에게 받는 정서적인 편안함, 신뢰, 사랑’을 포함하며, 평가적 지지는 ‘학

생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칭찬이나 존중’을 의미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조언, 지도, 충고’를 포함

하며,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제공하는 물건이나 시간, 서비스 등’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및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연구자 구성요인

김명숙

(1995)

정서적 지지 :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표현해줌으

로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자존감 지지 :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정보적 지지 :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

는 것

박지원

(1985)

정서적 지지 :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행위를 포함

정보적 지지 :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평가적 지지 :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 존중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

물질적지지 :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으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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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계속)

연구자 구성요인

윤희

(1994)

도구적 지지 : 물질적 도움 및 서비스의 교환을 의미하며,

충고, 정보, 재정적 도움, 과업과 관련된 도움 등을 포함

사회 심리적 지지 : 애정, 친밀감, 신뢰, 이해,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감정적 지원 포함.

사교적 지지 : 관계망 내 성원들 간에 여가, 여행, 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갖는 만남

차주원

(2001)

애정적 지지 : 사랑과 존중감을 제공

긍정적 지지 : 신임과 격려를 제공

물질적 지지 : 돈이나 물건, 간호 등을 제공

Cobb

(1979)

정서적 지지 :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

존경 지지 :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

관계망 지지 : 대화할 수 있고 상호 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인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

House

(1981)

정서적 지지 : 타인과 여가생활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정보적 지지 :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움

물질적 지지 : 재정적 도움, 물질적 자원, 필요로 하는 서

비스의 제공

자존심 지원 : 개인이 높이 평가되고, 수용된 것과 관계된

정보

Stokes et

al.

(1984)

정서적 지지 : 친밀한 느낌, 직접적 상호작용, 자존감 형

성, 편안함, 용기

인지적 정보 : 조언, 정보, 피드백

직접적 지도 : 정보제공이나 직접적인 도움

유형적 지지 : 물질이나 재정적 지원

Thoits

(1986)

사회 정서적 지지 : 사랑, 돌봄, 지지, 동정, 소속감

정보적 지지 : 개인의 삶이나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언, 개인적 피드백 정보

도구적 지지 : 타인에 의하여 행동이나 물질을 제공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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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학교생

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를 지지원으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교사는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

으로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혜진, 2006; 이지민, 2008 재

인용).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제공받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

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로 나누었다. 초기 연

구에서는 보살핌, 애정, 관심에 해당하는 정서적 지지만을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면, 이후의 연구에서는 범주를 넓혀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나, 객관적인 평가나 칭찬과 같은 평가적 지

지, 필요시에 제공하는 물건, 시간,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실용적 지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사는 수업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지식이나 정

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아동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언, 칭

찬을 해주기 때문에 평가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

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실용(實用)적 지지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아동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거나 물건을 빌려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실용적 지지는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물질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 라는 구인과 유사하다.

하지만 교사가 직접 아이들에게 물질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의미가 아

니기에 아이들을 위하여 수업활동 이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직접적인 노

력, 도움,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용적 지지’라는 구인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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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참여

가. 학교참여의 정의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수자의 지식 전달과 함께 학습자

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것보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의미 있는 교

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신혜선, 2002; Swan, 2001). 학습자의 적극적

인 참여는 교육의 성과를 보장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으나, 관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1997).

참여(Engagement)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복잡한 변인이다. Hrastinski(2008)은 참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활동을 실행하고, 의사를 주고받고, 느끼

고, 속하는 모든 활동’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참여는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Wehlage et al.(1989)는 학교참여란 ‘학교에 대한 소속

감, 애착과 같은 학생들의 감정과 인식, 행동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

Skinner et al.(1990)는 학교참여는 ‘행동의 개시, 노력과 학업상의 결과

뿐만 아니라 활동들을 학습하는 동안 주위의 감정적인 상태’라고 정의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출석, 집중하기, 학급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학생 행

동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에 대한 느낌과 학교에 대

한 동질감의 심리적 경험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Steinberg et al.(1996)는 학교참여를 ‘과제, 수업 시간에 에너지를 투자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교사와의 연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teele(1992)은 학교참여를 ‘학교와의 행동적, 감정적인 동일

시(identification), 즉 학교 소속감’으로 정의하였다. Finn(1993)은 학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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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학교, 교사, 수업에 연결된 감정들과 교사들과의 강한 참여관계, 학

교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학업적인 성취와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임영식 외(2007)은 학교참여의 개념을 ‘학교에 대한 소속감, 애착, 교사

와의 연대감, 학교와의 행동적, 감정적인 동일시, 학교와의 유대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승원(2013)은 ‘학교관련 경험에 투자하는 직접적인 개인

의 노력과 에너지’로 정의하였다.

학교참여와 유사한 용어로 학교 유대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Libbey(2004)와 Annunziata et al.(2006)은 사회통제이론에서 ‘사회적 유

대(social bonding)가 약화되면서 일탈이 일어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

고, Hirschi(1969)는 ‘학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애착정도가 낮을수록, 즉

학교에 대한 유대가 약화될수록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개연성

이 높다’고 하였다. 즉, 학교참여와 학교 유대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

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적응을 학교참여와 유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적응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에 비해 학교참여의 개념은 학교

에 대한 소속감, 애착, 교사와의 연대감, 학교와의 행동적이고 감정적인

동일시, 학교유대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학교참여는 학교에 대한 유대

감으로 학교적응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교적응과 학교

참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학교 적응 개념에서는 학업성취가 포함되지

만, 학교참여 개념에서는 학업 성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학업 성취를 학교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적

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Connell, 1990; Connell & Wellborn, 1991;

Finn, 1991; Finn & Rock, 1997; Skinner et al., 1990; Steele, 1992; 임영

식 외 2007 재인용).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참여의 정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참여를 ‘교육적 목표를 지닌 학교활동에 학생이 투자하는 노력과 함

께 학교에 갖는 애착과 소속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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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참여의 구성요인

학교참여는 학교유대, 학교에 대한 애착, 학생 참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학교참여 개념은 개별학

생을 둘러싼 학교라는 장소가 갖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요소들을 포

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여의 다국면적인 특성은 연구에도 반영되어,

단일 구인에서 세 가치 차원의 메타구인(meta-construct)으로 제시한다.

Fredricks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참여가 정서적 참여(emotional

engagement), 행동적 참여(behavioral engagement), 인지적 참여

(cognitive engagement)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정서적인 참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흥미, 지루

함, 행복함, 슬픔, 분노 등’을 의미한다(Fredricks et al., 2004; Skinner &

Belmont, 1993). 학교, 교사 또는 학업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사하거나

학교에서 행복하거나 슬픈지, 공부가 지겹거나 재미있는지를 묻는 질문

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Epstein &

McPartland, 1976; Fredricks et al., 2004).

행동적 참여는 ‘학교규율을 준수하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 등 긍

정적 행동을 보이는 것’(Finn, 1993; Finn & Rock, 1997), ‘학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노력, 끈기, 주의집중을 보이며 질문이나 토론과 같은 적극

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Birch & Ladd, 1997; Finn & Rock, 1997;

Skinner & Belmont, 1993), 그리고 ‘운동이나 학생자치와 같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Finn, 1993; Finn & Rock, 1997).

인지적 참여는 ‘학습에 대한 심리적 몰입, 부과된 학업 이상을 해내려는

의지, 지적 도전을 즐기는 태도’로 나타난다(Fredricks et al., 2004).

Connell과 Wellborn(1991)은 인지적 학교참여를 ‘학습시 문제해결에서의

융통성,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 실패에 대한 긍정적 자세’로 개념

화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학교참여를 부르는 용어도 다르며, 측정 영역과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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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학교 유대(School bonding)라는 용어를

쓴 연구물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Aboott. et al.(1998)은 학교참여를 정

서적 참여의 단일차원으로 정의하고, 학교에 대한 유대, 사회적 동료에

대한 애착을 구성요인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Battin-Pearson et

al.(2000)은 학교참여를 학교와 친구에 대한 애착을 포함하는 정서적 참

여와 학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행동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Cernkovich & Giordano(1992)는 학교참여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학교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헌신, 학교참가,

인식된 기회, 인식된 위험, 부모와의 대화 등의 내용을 통하여 학교참여

를 설명하였다.

학교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school)이라는 용어를 쓴 연구물에는

학교참여를 정서적 참여와 행동적 참여로 분류하였으며, 정서적 참여는

학교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을, 행동적 참여에는 학교에 대한 태

도나 학교에서의 참여의 내용을 포함하였다(Anderson, Holmes, &

Ostresh, 1999). 이와 유사하게 학교에 대한 태도(Attitude to school)와

학교에서의 참여(Engagement in school)에 대한 연구도 있다(Heaven,

Mark, Barry & Ciarrochi, 2002; Johnson, Crosnoe, & Elder, 2001)

Connell, Spencer & Aber(1994)은 참여(Engagement)라는 구인을 행동

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학교참여와

학생참여로 설명한 연구물도 볼 수 있다. Finn & Voelkl(1993)는 학교참

여를 행동, 정서, 인지적 참여로 분류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측

정되는 학교참여, 학생에 의하여 측정되는 학교 공동체의 내용을 포함하

였다.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라는 용어를 쓴 Manlove(1998)와

Sinclair, Christenson, Evelo, Hurley(1998)는 학교참여를 행동적 참여와

인지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학생참여(Student engagement)로 구인용어를

쓴 Rumberger & Larson(1998)는 학교참여를 행동적 참여와 인지적 참

여로 분류하고, 결석, 비행, 학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낮은 기대, 수업

준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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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Ⅱ-2>는 Jimerson et al.(2003)의 연구를 재정리한 것이다.

<표 Ⅱ-2>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참여의 구성요인 및 내용

연구자 구인용어
구성

요인
내 용

Aboott. et al.

(1998)

학교 유대

(Bonding to

school)

정서
학교에 대한 유대, 사회적

동료에 대한 애착

Anderson,

Holmes, &

Ostresh

(1999)

학교에 대한

애착

(Attachment to

school)

정서,

행동

학교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태

도

Battin-Pearson

et al.

(2000)

학교 유대

(School

bonding)

정서,

행동

학교에 대한 헌신,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

착

Cernkovich &

Giordano

(1992)

학교 유대

(School

bonding)

정서,

행동,

인지

학교애착, 교사에 대한 애

착, 학교헌신, 학교참가,

인식된 기회, 인식된 위험,

부모와의 대화
Connell, Spencer

& Aber

(1994)

참여

(Engagement)

정서,

행동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Finn & Voelkl

(1993)

학교참여

(School

engagement)

정서,

행동,

인지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측

정되는 학교참여, 학생에

의하여 측정되는 학교 공

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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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참여의 구성요인 및 내용 (계속)

연구자 구인용어
구성

요인
내 용

Heaven, Mark,

Barry &

Ciarrochi

(2002)

학교에 대한

태도

(Attitude to

school)

정서,

행동,

인지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 대

한 태도, 학교과제

Johnson,

Crosnoe, &

Elder

(2001)

학교애착;

학교에서의

참여

(school

attachment;

Engagement in

school)

정서,

행동
학교에서 참여, 학교 애착

Manlove

(1998)

학교참여

(School

engagement)

행동,

인지

학교활동, 교사의 평정, 과

제에서 참여수준, 학년, 종

교활동 참여
Rumberger &

Larson

(1998)

학생참여

(Student

engagement)

행동,

인지

결석, 비행, 학교활동에 참

여하지 않음, 낮은 기대,

수업준비
Sinclair,

Christenson,

Evelo, Hurley

(1998)

학교참여

(School

engagement)

행동,

인지

학교에 참여, 학교활동, 학

교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학교참여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

여, 인지적 참여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학교참여의 구성요인을 연구의 대상과 목

적에 적합하게 설정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참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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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성취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성취도의 개념은 학력과 같은 협의의 의미가 아

닌 “교육의 목표, 성취기준이 교육을 통해 도달된 정도”라는 광의의 의

미라고 보았다(김명숙, 1995; 송희영, 2011 재인용). 따라서 교육성취는

‘교육의 산출결과로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할 것으로 기대되

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교육성취는 인지적 영역만이 아닌 정의적

영역 나아가서는 신체적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차지

혜(2011)는 교육성취도를 “학교에서 습득한 인지적 영역의 학습 결과뿐

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학습 결과를 포괄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교육성취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인지적 교육성취도를 학업성

취나, 지식, 사고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적 교육성취도를 태도,

성취동기, 자아개념, 만족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명숙 외, 1994; 김형

관, 2001; 백순근 외, 2005; 서민원, 1996; Astin, 1993). 이 연구에서는 인

지적 영역의 성취를 학업성취도로,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학교생활만족

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 학교생활만족도

1) 학교생활만족도의 정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정의내리기 전에 만족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

다. Burr(1979)은 만족을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 번

째는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라는 견해이며, 둘째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슬픔, 행복-

불행으로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이다(김무

겸, 2004). 만족도 연구 초기에는 전자의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점차적으

로 후자의 관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두 가지의 관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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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손경옥, 2014). 이러한 관

점에서 만족은 사람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혹은 상대편이 같은

태도로 대해도 당사자가 판단하고, 느끼는 감정적인 차이가 개인마다 서

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족의 개념을 통해서 본다면 학교생활만족은 연구마다 접근하는 범위

와 정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관련 용어

가 ‘학생만족(student satisfaction)’, ‘학교만족(school life satisfaction)’,

또는 ‘학교생활만족’ 등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만족과 학교만족은 의미와 쓰임이 조금씩 다르다.

학생만족(student satisfaction)은 학생을 교육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

로 인식하고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이용기, 1998). 따라서, 학생만족은 만족감을 느끼는 주

체가 학생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냐에 관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반면, 학교만족(school life satisfaction)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느

끼는 만족도를 일컫는다. 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1995)에 따르면 학교생

활만족이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

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로 정의한다.

즉, 학교생활만족은 ‘학교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이고 정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Baker et al, 2003; Huebner,

1994).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만족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

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타 학생 등의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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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칙에 순응하며 독립된 한

개인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수업과 같은 인지

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미경

(2001) 또한 학교생활만족을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 정도’로 정의하였다. 최경소

(2003)도 학교생활만족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얻어지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여 학생

이 지각하는 만족감으로 제시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보면 Baker et al.(2003)은 학교생활만족을 ‘인식된 학교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Zulling et

al.(2011)은 학교생활만족을 ‘학교에서의 성취, 동기, 흥미와의 관계로 학

교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정서적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교환경이나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학

교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이고 정의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성요인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크게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척

도와 복수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나뉜다.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하나의 문항을 통하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Rose(1995),

Streib(1956), Cantrill(1965)의 척도를 들 수 있다(김무겸, 2004).

이에 Benjamin(1997)은 학생만족도를 ‘다양한 수준의 경험과, 학교 안팎

에서 복합적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개념화하여, 학생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단일한 상황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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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도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보다는 복

수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경(2001)은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성 요인으

로 학교생활, 교육관계, 수업과 학습, 선생님들과의 관계, 교실분위기, 학

교교칙, 학교의 복지시설, 학교주변환경을 제시하였다. 김무겸(2004)은 학

교생활만족도의 구성 요인으로 수업일반, 교사, 아동간의 인간관계, 학교

의 물리적 환경, 학교 행사 및 특별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준하(2001)는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성요인으로 학교행사, 규칙준수, 학습활동, 동료관계,

교사관계를 제시하였다. 한주희(2000)는 학교생활만족도 구성요인으로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을 제시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Baker et al.(2003)은 학교생활만족도 구성요인

으로 학교환경에서 학생의 타인과의 의미있는 관계(교사-학생관계, 친구

관계, 긍정적인 학교풍토), 학습자로서 학생의 역량지각(자기조절학습),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의 촉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Verkuyten &

Thijs(2002)는 학교생활만족도 구성요인으로 교사에 대한 호감도, 친구에

대한 희생, 교육적 수행, 학문적 역량, 사회적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Zulling et al.(2011)은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정

서적인 반응을 포함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생활만족도 하위 요인을 크

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의 장으로서 인식되는 ‘학교생활전반’,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학생의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활동’, 세 번째는 학생의 사회

적・심리적 요구를 만족시켜주면서 학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로

서 ‘교사-학생관계‘, 네 번째는 인간발달과정에서 또래와 가지게 되는 관

계인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여기서 ’교사-학생관계‘는 독립변인인 교사

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설정한 구성요인의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의 구성요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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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성취도

학업 성취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의해 구분된다. 하나는 ‘학생들의 인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 결과를 통틀어 학업성취로 보는 광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를 단지 인지적 영역의 학습 결과로만

보는 협의적 관점’이다.

학교에서 인지적 특성의 평가는 주로 학생 개인이 무엇을 수행할 수 있

는가로 이루어지며, 학교 시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자아개념, 흥미, 대인관계, 동기 등으로 평가된다. 학교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이

참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황정규, 1998).

반면, 협의적 관점에서의 학업성취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교육 심리학 용어사전, 2000)으로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취

결과만을 학업성취의 결과로 간주한다. 학생의 인지적 학업성취는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이므로 많은 연구

에서는 협의적 관점에서 학업 성취를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성취의 하나로 학교생활만족도를 측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업성취를 협의적 관점으로 택하여 학생

의 인지적 성취만을 학업성취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또한, 학업성취도의

측정치로서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2학기 국어, 수학 교

과의 기말고사 성적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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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가.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

우선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에 따라 부모, 교사, 친구

로 나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로 한정하여 학교참

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현숙(2011)은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학교참여는 정서적 참여, 행동적 참여, 인지적 참여의 3요인 구

조를 설정하였으며, 숙달목표구조와 수행목표구조를 예언변수로,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요인별 학교참여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부

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숙달목표구조와 행동적 참여 사이에 완전매개변수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설명하

는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김승미(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지지내용에 따라 구분하

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

혔다. 즉,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학생이 학교생활적응도 잘 못하며,

특히 교사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였으며(구자

은, 2000; 김승미, 1997), Caraway et al.(2003)도 교사와 부모들의 긍정

적인 강화와 빈번한 피드백이 학교참여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미라(2001)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는 교사의 지지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Brewster & Bowen(2004)은

교사와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의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 하면서, 교급과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지만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지지

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에 대한 태도, 적응, 학업 등에 중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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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남희, 김종백(2011)은 교사지지와 학업성취 사이에 수업참여와 기본

심리욕구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교사지

지는 수업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수업참여를 매개효과로 교사지지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업참여는 학교참여에서 행동적 참여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내

용으로 이를 통하여 교사의 지지가 학교의 행동적 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국외연구를 보면 You & Sharkey(2009)는 학교환경 변인(학교풍토, 교

사-학생관계,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으며, 1년 후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ang &

Holcombe, 2010).

NICHD ECCRN(2002)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교실

에서 학생들의 활동참여가 더 많이 관찰되었고, 학생들은 교사와의 부정

적인 갈등이 낮았으며,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cia-Reid et al.(2005)는 도시 지역의 라틴계열 학생들이 지각한 사

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간의 관계를 경로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교사와 부모, 친구의 사회적 지지 모두가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학교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의 지지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학교참여

를 예측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

사의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생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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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지지와 교육성취도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명희, 정윤선(2013)은

사회적 지지와 학업관련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업관련 특성

을 크게 인지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 적응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에서 사회적 지지와 수업 적응의 상관관계가 .36～.42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강명희 외(2014)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

각된 교사태도와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학생에 의하여 지각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학

습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 또한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이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학생

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re & Pianta(2005)는 인구학적 어려움(예 : 4년제 이하의 학위를

가진 어머니)이나 기능적 어려움(낮은 사회적 기술과 학업 역량, 수업 태

도, 높은 수준의 외부 환경의 문제)이 있는 아동들이 높은 수업과 정서

적인 질을 가진 교실에서 생활할수록 교사와의 마찰이 줄어들고, 학업성

취가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지은(2005)은 교사

는 학생들이 가족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호 작용하는 대상으로, 학생들

이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학습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박재암(2011)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지원을 친구 ,교사, 부모, 선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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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매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교사의 물질적 지지는 대학생활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영자(2012)는 충청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

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교사의 지

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자는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학습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교사와의 관계는 학

생들의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혔다.

주환숙(2007)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

적 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고,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원천별로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

의 정서적 지지, 교사의 도구적 지지, 친구의 정서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학업성취

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예측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생의 교육성취도, 즉 학업성

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다. 학교참여와 교육성취도 간의 관계

김소영(2010)은 KEEP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참여가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고등학교 시절 학교참여 수준은 언어, 수리, 외국

어 영역 수학능력시험 표준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생활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결석과 지각의 경우

는 수학능력시험 표준 점수와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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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Marsh(1992)의 연구

에서는 학교참여는 학업성취와 정적 관계에 있고, 그 효과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에 걸쳐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Gerber(1996)는 비교과활동 참여와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긍정적 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생들의 참여를 수업참여에서

학교참여로 확장하여 보고자 하는 데 의의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습경험이나 학습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이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수업참여와 학교생활만족

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성민, 박종철, 서진희(2010)는 학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학업적응 패턴이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태상

(2010)은 중학생들의 학습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며, 이는 긍정적

인 학습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학습

태도가 학습자가 지각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과거 연구에서는 학교참여는 교육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설명해주는 변수로서의 역할이 많았다. 하지만 교육성과의 차이

를 학교참여가 모두 설명해주기는 어렵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학교참여를

독립변수가 아닌 매개변수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Li et

al, 2010). 예를 들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교사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설명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지지가 학생의 특정한 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참여를 매개변인

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환경적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업성취

도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학교참여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나 교사의 태도가 학업성취

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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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

서적 위안, 충고, 칭찬, 지도, 물질 및 재정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지원

을 포함하며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

든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을 교사로 한정짓고, 하

위 구인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실용적 지지로 나누

어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와 개별적인 하위 요인지수를 살펴보았다. 교사

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과 김승미(1997), 김은경

(200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 지

각하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를 개발하였다. 초

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

이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학교참여

학교참여는 ‘교육적 목표를 지닌 학교활동에 학생이 투자하는 노력과

함께 학교에 갖는 애착과 소속감’으로, 개별 학생을 둘러싼 학교라는 장

소가 갖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로 하위 구인을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

생의 학교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F. H. Veiga et al.(2012)가 개발한

SESIS (Student’ Engagement in Schools International Scale)와 Wang



- 32 -

et al.(2013)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교참

여 5단계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였다. 학교참여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

록 학생의 학교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다. 교육성취도

교육성취도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통합한

광의의 성취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성취를 학

업성취도로,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학교생활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학업성

취도는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교육 심리학 용어사전, 2000)으

로서 이 연구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 국어, 수학 성적을 이용하였다. 학

교생활만족도는 ‘학교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

이고 정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

족도의 하위 구인을 만족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학교생활전반, 수업활

동, 친구들과 관계로 설정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

상철(1982), 김무겸(2004), 최경숙(2007)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교생활만족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개발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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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교육성취

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각각 밝히고, 특히 학교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교

육성취도 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때 교육성취도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

셋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여섯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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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구조관계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위 모형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하

여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때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e : SES)가 학업성취도(김성민, 황진태, 2011; 윤현선, 2006; 정소희,

2013; Marks, 2000)와 학교참여(David, 2008; Marks, 2000), 학교생활만

족도(신용주, 최지은, 2003; 황여정, 김경근, 2006)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통제 변인으로 지

정하였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학

력,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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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활만

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

지, 학교참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와는 다르

게 담임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가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척도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을 초등학교

에서 가장 높은 학년인 6학년으로 한정지었다.

가. 검사개발을 위한 예비 검사 대상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해 2014년 10월 초에 경기도 소재의 G

초등학교 77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응답 결

과와 전문가 검토(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0

명)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본 검사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Ⅳ-1> 예비 검사 대상 학생 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검사 대상 35 42 77

분석 대상 35 4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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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검사 대상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11월 초에 경기도 소재

의 T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

시하였다. 검사 대상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은 305명이다.

<표 Ⅳ-2> 본 검사 대상 학생 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검사 대상 189 168 357

분석 대상 156 149 305

2. 측정도구

연구에서 활용하는 측정 도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과 대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척도를 개발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 사회적 지지 척도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 측정을 학생의 자기보고식으로 하였

는데 그 이유는 Houges et al.(2008)의 연구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교사의 보고식 측정이 공유된 방법의 분산(shared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보고식 보다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이 더 유의미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보고식은 관찰된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보고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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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찰측정변수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박지원(1985)이 구성한 구성요인을 토대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1)로 구성되

어 있음으로 정의하고, 박지원(1985)이 외국의 척도를 토대로 개발한 한

국형 사회적 측정도구를 수정한 김승미(1997), 김은경(2000), 이미라

(2001)의 척도에서 수정한 척도와 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은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묻는 것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

하도록 제시되었으며,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

록 구성하였다.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영

역 및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Ⅳ-3>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및 측정 도구

하위

영역
내용 문항

정서적

지지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행위

1. 담임선생님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

끼게 해주신다.

2. 담임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3. 담임선생님은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담임선생님은 내가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

을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5. 담임선생님은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

를 이해해 줄 것이다.

1) 실용(實用)적 지지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한

다. 정서적 지지는 아동들이 교사에게 느끼는 심리적인 감정이라면, 실용적 지지는 교

사에게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도움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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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및 측정 도구 (계속)

하위

영역
내용 문항

평가적

지지

칭찬, 소질 인

정, 인격 존

중, 공정한 평

가, 가치 고

양, 의사 존중

등의 자기평

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하는 지지

6. 담임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주신다.

7. 담임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주신다.

8. 담임선생님은 나의 성과(성적, 작품, 수상

등)를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

신다.

9. 담임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10. 담임선생님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

신다.

정보적

지지

문제해결, 의

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

황에서 제공

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11. 담임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12.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신다.

13. 담임선생님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

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설명해주신다.

14. 담임선생님은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시다.

15.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실용적

지지

필요시에 물

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을 통하

여 직접적으

로 돕는 행

위

16.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신다.

17. 담임선생님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18. 담임선생님은 내가 아프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다.

19. 담임선생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

으면 빌려주려고 노력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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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정확하고 일

관성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7).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으며, 척도 전체

신뢰도는 .95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Ⅳ-4>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 전체

하위영역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

.953 .890 .865 .838 .743

각 하위요인의 개별 신뢰도는 .743에서 .890까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

으므로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재도록 개발된 특정 도구가 실제

로 그러한 특성을 재고 있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
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순근, 2007). 이를 위해 ① 하위영역들 간 그

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과 ②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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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

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교사의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계수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

평가적 지지 .842***

정보적 지지 .853*** .845***

실용적 지지 .778*** .761*** .764***

총점 .942*** .930*** .936*** .891***

***p<.001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영역(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

지, 실용적 지지)과 총점과의 상관은 .891에서 .9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p<.001). 이를 통하여 하위구인들이 사회

적 지지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개의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의 경우 .761에서 .85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p<.001). 이는 네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지지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박지원(1985) 등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회적 지지를 네 가

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요인의 수

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

로,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

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편포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110≤왜도 절대치≤.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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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는 .012≤첨도 절대치≤.695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

포 조건(왜도 절대치≤2, 첨도 절대치≤4)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다. 설정된 최종 모형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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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사회적 지지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TLI CFI RMSEA(90% CI)

요인모형 383.529(148)*** .927 .937 .072(.063∼.081)

***p<.001

이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제시되는 값이 383.529(df=148)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때 “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

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1998; 신안나,

2013 재인용), 위 모형의 경우 /df값이 2.60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

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치는 표집크기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

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

으로, .05와 .08사이의 값은 적절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과 .10사

이의 값은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10보다 큰 값은 나쁜 적합도

(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에 따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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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인 모형의 CFI는 .937, TLI는 .927이며, RMSEA가 .072(신뢰구간

.063～.081)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요인 모형의 계수 추청치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사회적 지지 요인 모형의 계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정서적 지지 → s1 1.000 0.794

정서적 지지 → s2 1.217*** 0.771

정서적 지지 → s3 1.220*** 0.785

정서적 지지 → s4 1.114*** 0.820

정서적 지지 → s5 1.108*** 0.775

평가적 지지 → s6 1.000 0.681

평가적 지지 → s7 1.416*** 0.766

평가적 지지 → s8 1.399*** 0.755

평가적 지지 → s9 1.368*** 0.799

평가적 지지 → s10 1.195*** 0.753

정보적 지지 → s11 1.000 0.777

정보적 지지 → s12 1.009*** 0.790

정보적 지지 → s13 0.992*** 0.725

정보적 지지 → s14 0.846*** 0.540

정보적 지지 → s15 1.085*** 0.811

실용적 지지 → s16 1.000 0.570

실용적 지지 → s17 1.166*** 0.681

실용적 지지 → s18 1.159*** 0.708

실용적 지지 → s19 1.029*** 0.647

2차

요인

부하량

사회적 지지 → 정서적 지지 1.000 0.987

사회적 지지 → 평가적 지지 0.797*** 0.989

사회적 지지 → 정보적 지지 0.988*** 0.982

사회적 지지 → 실용적 지지 0.827*** 0.96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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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들과 1차 요인들(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

적 지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가 .540～.820이

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또한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인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

는 .961～.989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요인 모형

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사회적 지지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나. 학교참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F. H. Veiga et

al.(2012)가 개발한 SESIS(Student’ Engagement in Schools International

Scale)와 Wang et al.(2013)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참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학교참여 척도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참여의 정도를 묻는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하였으며 총 14문항이다.

‘행동적 참여’는 학교규율을 준수하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 등 긍

정적 행동을 보이는 것, 학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노력, 끈기, 주의집중

을 보이며 질문이나 토론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운동이나 학생자치와 같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참여

의 하위 영역은 세 가지로, 첫 번째 학교활동의 참여에서 운동회나 학예

회와 같은 교과 외 활동의 참여를 알아보았고, 두 번째 학교규칙준수는

친구들 간에 지켜야 할 예절, 세 번째 수업활동은 수업의 참여도에 대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학교규칙준수에서 친구관계와 관련된 문항을 설정한

이유는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친구에게

하는 욕설이나 폭력에 대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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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참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흥미, 지루함,

행복함, 슬픔, 분노 등을 의미하며, 학교소속감과 학교교육가치의 두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참여’는 학습에 대한 심리적 몰입, 부과된 학업 이상을 해내려는

의지, 지적 도전을 즐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참여는 자기조절학습과

학습몰입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할 때

의 계획이나 예시문항 작성과 같은 학습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정하였고,

학습몰입은 학습을 위하여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였다. 학교참여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은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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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학교참여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

구성요인 하위 항목 문항

행동적

참여

학교활동

참여

1. 나는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나는 학예회나 학급발표회와 같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교규칙

준수

3. 나는 화가 나도 친구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

4. 나는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수업참여
5. 나는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다.

6.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정서적

참여

학교

소속감

7. 나는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8. 매일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린다.

학교교육

가치

9.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학교공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인지적

참여

자기조절

학습

11.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2.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

하기 위하여 나만의 예시나 문제를 만들어본

다.

학습몰입

13. 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14. 나는 실패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하여 노력한다.

(1) 학교참여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정확하고 일

관성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7). 이 연구에서는 학교참여 척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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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

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으며, 척도 전체 신뢰도는

.87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Ⅳ-9> 학교참여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학교참여

척도 전체

하위영역별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870 .757 .730 .645

각 하위요인의 개별 신뢰도는 .645에서 .757까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

으므로 학교참여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학교참여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재도록 개발된 특정 도구가 실제

로 그러한 특성을 재고 있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
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순근, 2007). 이 연구에서는 학교참여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① 하위영역들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

점 간 상관분석과 ②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참여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학

교참여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영

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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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학교참여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계수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여 .652***

인지적 참여 .656*** .634***

총점 .869*** .881*** .873***

***p<.001

학교참여의 세 가지 하위영역(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과 총점과의 상관은 .869에서 .8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p<.001). 이는 학교참여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

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개의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의

경우 .634에서 .65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p<.001). 이는 세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

면서 학교참여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F. H. Veiga et al.(2012), Wang et al.(2013) 등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학교참여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

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편포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037≤왜도 절대치≤.204, 첨도는 .104≤첨도 절대치≤.322의 범위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 절대치≤2, 첨도 절대치≤4)을 충

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문항이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참여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면서 하나의 학교참여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림 Ⅳ-2]와 같은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을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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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학교참여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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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는 다음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학교참여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TLI CFI RMSEA(90% CI)

요인모형 171.884(70)*** .914 .934 .069(.056～.082)

***p<.001

이 연구에서 설정한 위계적 3차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값이 171.884(df=70)로 영가설을 기각하였

다. 이때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1998; 신안나, 2013 재인용), 위 모형의 경우 /df값이 2.46으로 도출되

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 카이

제곱값 역시 표본 크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표준 카이

제곱값이 5.0과 같이 높은 경우에도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Bollen, 1989; 신안나, 2013 재인용) 표본의 크

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살펴본 3차 요인 모형의 CFI는 .934, TLI는 .914이며,

RMSEA가 .069(신뢰구간 .056～.082)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

고 있다.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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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1차

요인

부하량

학교활동참여 → p1 1.000 0.700
학교활동참여 → p2 0.942*** 0.639
학교규칙준수 → p3 1.000 0.847

학교규칙준수 → p4 1.102*** 0.916
수업참여 → p5 1.000 0.737
수업참여 → p6 1.133*** 0.684
학교소속감 → p7 1.000 0.714
학교소속감 → p8 0.944*** 0.751
학교교육가치 → p9 1.000 0.760

학교교육가치 → p10 0.805*** 0.655
자기조절학습 → p11 1.000 0.841
자기조절학습 → p12 0.814*** 0.613
학습몰입 → p13 1.000 0.657

학습몰입 → p14 1.338*** 0.750

2차

요인

부하량

행동적 참여 → 학교활동참여 1.000 0.701
행동적 참여 → 학교규칙준수 1.280*** 0.680
행동적 참여 → 수업참여 1.549*** 0.828
정서적 참여 → 학교소속감 1.000 0.812
정서적 참여 → 학교교육가치 1.118*** 0.864

인지적 참여 → 자기조절학습 1.000 0.714
인지적 참여 → 학습몰입 0.889*** 0.796

3차

요인2)

부하량

학교참여 → 행동적 참여 1.000 1.000
학교참여 → 정서적 참여 1.420*** 1.000

학교참여 → 인지적 참여 1.603*** 1.000

<표 Ⅳ-12> 학교참여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p<.001

각 문항들과 1차 요인들(학교활동참여, 학교규칙준수, 수업참여, 학교소

속감, 학교교육가치, 자기조절학습,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

화 계수 추정치 범위가 .613～.916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또한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행동적 참여, 정서적

2) d1, d2, d3의 분산이 음수이지만 0과 가깝고 유의하지 않아서 d1, d2, d3의 분산을 0

으로 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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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지적 참여)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680～.864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2

차 요인들과 3차 요인인 학교참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추

정치는 1.000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학교참여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학교참여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 학교생활만족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상철

(1982), 김무겸(2004), 최경숙(2007) 등이 개발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

족도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는 ‘학교생활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계’의 세 가지 하

위영역에서 만족의 정도를 묻는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총 문항은 9문항이다.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은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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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내용 문항

학교

생활

전반

학교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만족감

1. 학교생활은 즐겁다고 느낀다.

2.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3. 학교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진다.

수업

활동

수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4. 수업시간은 즐겁고 부담없이 느껴진다.

5.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

각한다.

친구들

과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

7.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

다.

8. 학교에서 나의 장점을 표현할 기회가 많

다.

9.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표 Ⅳ-13>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

(1)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정확하고 일

관성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7).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 척

도의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

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4>와 같으며, 척도 전체 신

뢰도는 .8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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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 전체

하위영역별

학교생활

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계

.889 .886 .875 .730

각 하위요인의 개별 신뢰도는 .730에서 .886까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

으므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재도록 개발된 특정 도구가 실제

로 그러한 특성을 재고 있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
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순근, 2007).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① 하위영역들 간 그리고 각 하위영

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과 ②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

면서 학교생활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Pearson 상관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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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계수

학교생활

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계

수업활동 .599***

친구들과

관계
.491*** .387***

총점 .882*** .832*** .719***

***p<.001

학교 생활만족의 3가지 하위영역(학교생활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

계)과 총점과의 상관은 .719에서 .8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

을 나타내고 있다(p<.001). 이를 통하여 하위 구인들이 학교생활만족이

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개의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의 경우 .387에서 .59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

을 나타내고 있다(p<.001). 이는 네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생활만족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상철(1982), 김무겸(2004), 최경숙(2007) 등의 측정도구에 기

초하여 학교생활만족을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

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편포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026≤왜도 절대치≤1.052, 첨도는 .062≤첨도 절대치≤.856의 범위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 절대치≤2, 첨도 절대치≤4)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문항이 학교생활전반, 수업활동,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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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면서 하나의 학교생활만족도 구인

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림 Ⅳ-3]과 같은 요인 모형을 구

성하였다.

[그림 Ⅳ-3]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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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는 다음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TLI CFI RMSEA(90% CI)

요인모형 61.796(24)*** .976 .963 .072(.050～.094)

***p<.001

이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제시되는 값이 61.796(df=24)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때 “값

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1998; 신안나,

2013 재인용), 위 모형의 경우 /df값이 2.57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

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 카이제곱값 역시 표본

크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표준 카이제곱값이 5.0과 같

이 높은 경우에도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Bollen, 1989; 신안나, 2013 재인용)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

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살펴본 2차 요인 모형의 CFI는 .963, TLI는 .976이며,

RMSEA가 .072(신뢰구간 .050～.094)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Ⅳ-17>과 같다.



- 58 -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학교생활전반 → ss1 1.000 0.827

학교생활전반 → ss2 1.134*** 0.903

학교생활전반 → ss3 1.132*** 0.826

수업활동 → ss4 1.000 0.730

수업활동 → ss5 1.099*** 0.905

수업활동 → ss6 1.110*** 0.905

친구들과 관계 → ss7 1.000 0.746

친구들과 관계 → ss8 0.849*** 0.589

친구들과 관계 → ss9 1.041*** 0.756

2차

요인

부하량

학교생활만족 → 학교생활전반 1.000 0.864

학교생활만족 → 수업활동 0.787*** 0.737

학교생활만족 → 친구들과 관계 0.825*** 0.805

<표 Ⅳ-17>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p<.001

각 문항들과 1차 요인들(학교생활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가 .589～.905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또한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인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737～.864

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

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학교생활

만족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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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2014년 10월 초 경기도 소재 G초등학교 6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예

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예비 검사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문

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검사 척도를 완성하고, 2014년 11월 초에 경기

도 소재 T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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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구 분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전면담

2014. 5 - 2014. 8

[3단계]

자료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2014. 11 - 2014.

12

[2단계]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2014. 9 - 2014.

10

▼

▼

  

   5. 예비 검사 실시 및 결과 분석

6.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교생활만족도 척도 제작

7. 본 검사 실시

  1. 사회적 지지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2. 학교참여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 교육성취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4.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면담 및 예비 검사 문항

개발

 
  8. 학업성취도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과 해석

9.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0. 논문 수정 및 보완

[그림 Ⅳ-4]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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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활만족도 척도가 신뢰

로운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고,

구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

활만족도 척도에 대해 상관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에 대

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

취도, 그리고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 학

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교

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

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기법으로, 가설검정에 주로 사

용되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은 실험

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

론을 가능하게 해주며(이기종, 2012),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 사례에

서 구해지는 공분산 행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분산구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이라고도 불린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

에 따라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킨 후 모형 추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을 평가할 것이다. 각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로 실시할 것이다. 구조방정

식 모형의 계수 추정 방식은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로부터 얻어졌을 가

능성을 최대화하여 추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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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Kline, 2005).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과

Sobel 검증(Sobel test)을 사용할 것이다. Amos에서 표준 ML 추정법을

사용하면 전체효과나 총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산출하지 않는다. 전체

효과와 총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또는 표준화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하려면 붓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표준오차는 관찰된 공분

산행렬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생성한 무선표본을 통해 추정된 값이다. 붓

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검증함과 동시에 인과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

었을 때 매개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Kline, 2005).

또한, Baron과 Kenny(1986)는 하나의 매개변수만을 포함하는 경로모형

의 간접효과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를 손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통

계적 검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Sobel(1986)이 개발한 표준오차 추정치에 근거한 방법이다.

X에서 로 향하는 경로(X→)의 비표준화 계수를 a, 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라고 하고, 에서 로 향하는 경로(→)의 비표준화 계

수를 b, 이에 대한 표준오차를 라고 가정한다. a와 b의 곱(ab)은 X가

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에 미치는 비표준화된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

치이다. Sobel(1986)은 ab의 표준오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표본 크기가 클 때, ab/의 비는 표준화되지 않은 간접효과에 대한 z

검증 통계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Sobel 검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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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

개로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초등학생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에 대한 연구 결과로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

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 305명의 각 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Ⅴ-1>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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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305)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00 5.00 3.39 0.81 -0.04 0.13

평가적 지지 1.00 5.00 3.70 0.74 -0.27 0.25

정보적 지지 1.00 5.00 3.72 0.72 -0.29 0.48

실용적 지지 1.00 5.00 3.57 0.71 -0.05 0.14

학교

참여도

행동적 참여 1.50 5.00 3.54 0.66 -0.04 -0.10

정서적 참여 1.25 5.00 3.63 0.76 -0.20 -0.14

인지적 참여 1.00 5.00 3.26 0.71 0.19 0.32

학업

성취도

3)

국어 4.90 10.00 8.37 1.05 -0.72 0.42

수학 0.20 10.00 6.88 2.18 -0.89 0.27

학교

생활

만족

학교생활

전반
1.00 5.00 3.81 0.88 -0.41 -0.10

수업활동 1.00 5.00 3.65 0.80 0.11 -0.51

친구들과

관계
1.67 5.00 3.85 0.61 -0.41 0.35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정보적 지지의 평균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 3.70, 실용적 지지

3.57, 정서적 지지 3.39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참여에서는 정서적 참여가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행동적 참여 3.54, 인지적 참여

3.2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서는 국어의 평균이 8.37, 수학의 평

균이 6.88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에서는 학교생활전반의 평균이 3.81,

수업활동의 평균은 3.65, 친구들과 관계는 3.85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는 왜도 절대치≤2, 첨도 절대치≤4의 범위에 속하여 정

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3) 학업성취도는 2학기 국어, 수학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으로 100점 만점이나 표준편차가

각각 10.51, 21.75로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변인(0.61)과 약 36배 정도 차이나므로, 분

산 규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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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참여와 교육성취도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사회경제적

지위(SES)로는 ‘아버지의 최종 학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 ‘부모의 직

업’을 조사하였다. 이때 최종 학력은 학교 재학년수로 환산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1점, 2-3년제 대학교 졸업은 13점, 4

년제 대학교 졸업은 15점, 대학원 이상은 17점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직

업은 간즈붐 척도를 이용하여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따라 부여된 ISEI(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국제간 직업위세를 비교한 Treiman(1977)은

경제발전 단계가 같지 않은 국가 간에도 직업위세는 비슷하며, 사회구조

가 변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의 직업지

위를 조사한 유홍준, 김월화(2006) 연구에서도 국제 사회경제지수

(Ganzeboom et al., 1989)와의 상관관계는 .632(p<.00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의 직업을 우선으로 하였고, 부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의 직업으로 ISEI를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

의 직업은 의료진료전문가(85점)이었고, 어업관련 종사자(16점)가 제일

낮은 점수에 속했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Ⅴ-2>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Ⅴ-2>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대한 기술통계치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의

최종 학력
278 9.00 17.00 13.46 2.13 0.06 -1.35

어머니의

최종 학력
277 9.00 17.00 13.18 2.11 0.13 -1.17

부모의 직업 274 16.00 85.00 45.95 12.83 0.5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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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분석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란 두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백순

근, 2007). 이때의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피어슨(Karl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도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전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

학

교

참

여

전체 .494*** .469*** .423*** .482*** .451***

행동적

참여
.407*** .387*** .335*** .406*** .378***

정서적

참여
.496*** .469*** .444*** .490*** .430***

인지적

참여
.386*** .368*** .322*** .364*** .371***

***p<.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전체 및 하위영역과 학교참여

전체 및 하위영역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사회적 지지 전체와 학교참여 전체의 상관은 .494로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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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학교참여 전체와의 상관은 ‘정보적 지지’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가 .469, ‘실용적 지지’가 .451,

‘평가적 지지’가 .423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지지는 학교참여의 하위 영역인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와의 상관이 .387, .469, .368로 정서적 참여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평가적 지지 또한 하위 영역인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

적 참여와의 상관이 .335, .444, .322로 정서적 참여와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적 지지 또한 정서적 참여와 .490으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인지적 참여와는 .364로 가장 낮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실용적 지지 또한 정서적 참여와 .43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인지적 참여와는 .371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정보적 지지가 학교참여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이 학생의 학교참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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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전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학업

성취

도

전체 .213*** .186** .183** .163** .257***

국어 .208*** .173** .199*** .156** .246***

수학 .186** .167** .150** .144*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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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전체 및 하위영역과 기말고사

전체 및 국어, 수학 과목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전체와 기말고사 평균의 상관은 .213의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p<.001).

국어과목에서는 실용적 지지가 .246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p<.001), 정보적 지지가 .156으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p<.01). 수

학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용적 지지가 .228로 가장 높은 상관을

(p<.001), 정보적 지지가 .144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p<.05).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이 필요시에 제공하는 시간이나 물건, 도움이 학업성취

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초등학생의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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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교참여

전체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학업

성취

도

전체 .295*** .248*** .252*** .272***

국어 .222*** .193** .170** .222***

수학 .290*** .242*** .258*** .260***

***p<.001, **p<.01

초등학생의 학교참여 전체 및 하위 영역과 기말고사 평균 및 국어, 수

학과목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참여

전체와 기말고사 평균의 상관은 .295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001).

국어과목보다는 수학과목이 학교참여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국어과목과 수학과목 모두 인지적 참여와 각각 .222, .26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국어과목에서는 정서적 참여가 .170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1), 수학은 행동적 참여가 .242로 가

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이를 통해 학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만드는 행동을 포함하는 자기조절학습이나 학습을 위해

노력 등을 포함하는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4)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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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전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

학교

생활

만족도

전체 .567*** .528*** .536*** .548*** .487***

학교생활전반 .435*** .412*** .391*** .433*** .373***

수업활동 .539*** .494*** .527*** .512*** .462***

친구들과

관계
.414*** .384*** .396*** .394*** .357***

***p<.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전체 및 하위영역과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 및 하위 영역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회적 지지 전체와 학교생활만족도 전체의 상관은

.567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만족도 전체와의 상관은 ‘정보적 지

지’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적 지지’가 .536, ‘정서적 지지’

가 .528, ‘실용적 지지’가 .487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한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과 사회적 지지 전체와의 상관관계는 수

업활동이 .539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친구들과 관계가 .414로 가

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 모두 수업활동과 가장 높은 상관

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

생활만족도의 구성 요인 중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수업활동의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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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초등학생의 학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7>과 같다.

<표 Ⅴ-7> 학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학교참여

전체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학교

생활

만족도

전체 .744*** .585*** .788*** .565***

학교생활

전반
.667*** .510*** .749*** .474***

수업활동 .628*** .487*** .653*** .496***

친구들과

관계
.507*** .428*** .493*** .405***

***p<.001

초등학생의 학교참여 전체 및 하위영역과 학교생활만족도 전체 및 하위

영역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

회적 지지 전체와 학교생활만족도 전체의 상관은 .744로 높은 수준의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교참여의 하위영역과 학교생활만족도 전체와의 상관은 ‘정서적 참여’

가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동적 참여’가 .585, ‘인지적 참여’가

.565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과 학교참여 전체와의 상관관계는 학교생활전반이 .667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친구들과 관계가 .507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또한 행동적 참여는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학교생활전반과

.51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친구들과 관계가 .428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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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적 참여 또한 학교생활전반이 .749로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친구들과 관계가 .493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참여는 수업활동이 .496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친구들과 관계가 .405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교생활전반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Ⅴ-8>

과 같다.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교육성취도에 대한 측정변인들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p<.05). 하지만 교육성취도에서 학

업성취도는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친구들과의 관계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ISEI’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다른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를 보면, 사회적 지지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학교참여에서

는 ISEI가 행동적 참여와 .127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SES와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SES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국어와 수학과목

에서 각각 .154, .173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1), 어머니

의 학력은 수학과목에서만 .143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p<.05), ISEI는

수학과목에서만 .17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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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SES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회적

지지

1 1

2
.842
***

1

3
.853
***

.845
***

1

4
.778
***

.761
***

.764
*** 1

학교

참여

5
.387
***

.335
***

.406
***

.378
*** 1

6
.469
***

.444
***

.490
***

.430
***

.652
*** 1

7
.368
***

.322
***

.364
***

.371
***

.656
***

.634
*** 1

학교

생활

만족도

8
.412
***

.391
***

.433
***

.373
***

.510
***

.749
***

.474
*** 1

9
.494
***

.527
***

.512
***

.462
***

.487
***

.653
***

.496
***

.599
*** 1

10
.384
***

.396
***

.394
***

.357
***

.428
***

.493
***

.405
***

.491
***

.387
*** 1

학업

성취도

11
.173
**

.199
**

.156
**

.246
**

.193
**

.170
**

.222
**

.174
**

.224
** .079 1

12
.167
**

.150
**

.144
*
.228
**

.242
**

.258
**

.260
**

.177
**

.280
** .064 .605** 1

SES

13 -.025 -.024 -.019 -.073 .100 .066 .057 .056 .074 .077
.154
**

.173
** 1

14 .055 .012 .011 -.015 .104 .080 .087 .093 .086 .036 .038
.143
*
.599
***

1

15 .012 -.040 -.005 -.057
.127
*
.055 .074 -.035 -.009 .046 .114 .175

**
.250
***

.161
*

1

주) 1. 정서적 지지 2. 평가적 지지 3. 정보적 지지 4. 실용적 지지 5. 행동적 참

여 6. 정서적 참여 7. 인지적 참여 8. 학교생활전반 9. 수업활동 10. 친구들

과 관계 11. 국어 12. 수학 13. 아버지의 학력 14. 어머니의 학력 15. ISEI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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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교육성취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

앞서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 학교참여

와 학업성취도,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

도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

개로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

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 [그림 Ⅴ-1]과 같이 구조방정

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Ⅴ-1] 구조관계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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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하

여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학교생활만족도’는 연구

에서 제작한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학업성취도’

는 국어, 수학과목의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e)가 학교생활만족, 학업성취

도와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

제적 지위(SES)를 통제 변인으로 지정하였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

(SES)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최종 학력은 학교 재학년수로 환산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1점, 2-3년제 대학교 졸업은 13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5점, 대학원 이상은 17점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간즈붐

척도를 이용하여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따라 부여된 ISEI(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값

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의 직업을 우선으로 하였고,

부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의 직업으로 ISEI를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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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Ⅴ-9>에서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값이

159.274(df=82)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Kline(1998, 신안나, 2013 재인용)은 표준 카이제곱(/df)의 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연구

모형의 경우 /df값이 1.94로 도출되어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값은 사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

합도 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백순근, 박경인, 2010).

<표 Ⅴ-9> 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TLI CFI RMSEA(90% CI)

값 159.274(82)*** .955 .969 .056(.043～.069)

***p<.001

TLI는 구조모형의 분산이 전체적인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흡사하

며,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Ⅴ-9>에 제시

된 것과 같이 연구모형은 CFI=.969, TLI=.955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Bentler, 1990).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ion)는 모형의 적합도

를 판단하는 지수이며, 일반적으로 RMSEA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절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Brown & Cudeck, 1993). 연구모형의 RMSEA가 .056이므로 적절한 적

합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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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계수의 유의성 검증

(1) 연구모형

연구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는 <표 Ⅴ-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Ⅴ-10>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사회적 지지 → 학교참여 .359*** .559
사회적 지지 → 학교생활만족 .163*** .176
사회적 지지 → 학업성취도 .086 .087
학교참여 → 학교생활만족 1.239*** .858
학교참여 → 학업성취도 .399** .260
SES → 학교참여 .042* .118
SES → 학교생활만족 .013 .025
SES → 학업성취도 .113** .209

요인

부하

량

사회적 지지 → 정서적 지지 1.000 .924
사회적 지지 → 평가적 지지 .872*** .912
사회적 지지 → 정보적 지지 .947*** .923
사회적 지지 → 실용적 지지 .805*** .836
학교참여 → 행동적 참여 1.000 .732
학교참여 → 정서적 참여 1.453*** .916
학교참여 → 인지적 참여 1.060*** .713
학교생활만족 → 학교생활전반 1.000 .792

학교생활만족 → 수업활동 .862*** .751

학교생활만족 → 친구들과 관계 .508*** .582
학업성취도 → 국어 기말 1.000 .702
학업성취도 → 수학 기말 2.545*** .863
SES → 어머니 학력 1.000 .646
SES → 아버지 학력 1.450*** .929
SES → ISEI 2.542*** .270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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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559로 유

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ES가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118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학교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6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ES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 .209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법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은 간접효과(a*b)에 대한 정상성을 가정하여 경로의 비표준

화계수(a,b)와 표준오차(SEa, SEb)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표

준오차의 비(SEab)를 구하여 그 값을 표준화되지 않은 간접효과에 대한

z검증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Sobel 검증은 정상분포를 가정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적은 경우에는 검정력이 떨어진다.

사례수가 적은 경우에는 붓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관찰된

공분산행렬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생성한 무선표본을 반복추정하여 간접

효과에 대한 분포를 형성한 후,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는 것이다.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

과가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Sobel 검

증과 붓스트래핑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의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a)는 .359, 표준오차(SEa)는 .040이고, 학교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b1)는 .399, 표준오차

(SEb1)는 .137로 나타났다. a와 b1의 곱은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

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비표준화된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로 .143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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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obel 검정량4)은 2.770으로 계산되었으며, 유의수준 .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참여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b2)는 1.239,

표준오차(SEb2)는 .109로 나타났다. a와 b2의 곱은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

여를 매개하여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비표준화된 간접효과에 대한 추

정치로 .445로 나타났다. 따라서 Sobel 검정량은 7.040으로 계산되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1> 연구모형의 Sobel 검증 결과

간접효과

사회적지지→

학교참여(a)

학교참여→

학업성취도(b1) a*b1
Sobel

검정량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업성취도

.359 .040 .399 .137 .143 2.770**

간접효과

사회적지지→

학교참여(a)

학교참여→

학교생활만족도

(b2)
a*b2

Sobel

검정량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교생활만족도

.359 .040 1.239 .109 .445 7.040***

***p<.001, **p<.01

4) Sobel 검정량은 ab의 표준오차(SEab)를 아래와 같이 추정한 후, ab/SEab의 비를 구하

여 그 값을 표준화되지 않은 간접효과에 대한 z검증치로 해석한다.

SE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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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스트래핑 검증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

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163, 표준화

계수가 .16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

구간이 .073-.296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참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참여

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446, 표준화계수가 .48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이 .341-.567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참

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적 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참여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Ⅴ-12> 연구모형의 붓스트래핑 검증 결과

간접효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95% CI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학업성취도
.163** .166 .073-.296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학교생활만족도
.446* .481 .341-.567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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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 관계를 도식화하

면 [그림 Ⅴ-2]와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표시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Ⅴ-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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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

개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성취

도를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

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

토를 토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와 ‘학교참여 척도’,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

도’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용적 지지’의 네 가

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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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지지는 각각 5문항씩, 실용적 지지는 4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학교참여 척도’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행동적 참여 6문항, 정서

적 참여 4문항, 인지적 참여 4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생

활만족도 척도’는 ‘학교활동전반’, ‘수업활동’, ‘친구들과 관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학교활동전반 3문항, 수업활동 3

문항, 친구들과 관계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각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세 척도 모두 비교적 양

호한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또한 문항 내적일치도 계

수(Cronbach’s α)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에서는 제작된 척도를 활용하여 T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

생 357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는 2학기 기말

고사 성적으로 국어, 수학의 두 과목 점수를 수집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학교참여,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통제하기 위해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

력’, ‘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이론적 배경

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상관은 .494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정보적 지지’

가 .482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 방정식 모

형의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5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295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학교참여의 하위 영역 중 ‘인지적 참여’가 .272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학교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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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2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셋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사회적 지지→학교참여→학업성취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1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이때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교참여가 두 변인 간

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상관은

.567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정보적 지지’가 .548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수업활동’이 .539로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1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다섯째,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상관은 .744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참여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참여’가

.788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

의 하위 영역 중 ‘학교생활전반’이 .667로 학교참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학교참여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8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여섯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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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사회적 지지→학교참여→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

가 .4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때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교참여가 두

변인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경우 학교참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118(p<.05),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09(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

개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참여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김승미, 1997; 신

현숙, 2011; 이미라, 2001; Caraway et al., 2003; Garcia-Reid et al.,

2005; NICHD ECCRN, 2002; You & Sharkey, 200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 학교참여가 학업성취도(Fincham et al., 1989;

Gerber, 1996; Good & Beckerman, 1978; Marsh, 1992)와 학교생활만족

도(김지은, 2005; 박재암, 2011; 서영자, 2012; 유재용, 2007; 주환숙, 2007)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교육성과라고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교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학교참여

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때,

교사의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학교참여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실용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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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교사가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

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이 학교참여 및 학교생

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교사가 시간이나 도움 등의 제공을 통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사의 도움을 많이 필

요로 하고,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사가 제공하

는 도움이나 관심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높다.

둘째,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때 학교참여가 두 변인 간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참여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은 학생마다 학교참여의 정도에 따라 교

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지라도 학교의

참여 정도가 낮으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활동의 참여와 관련된 인지적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학교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행동적 참여, 학교교육에 대한 가

치를 알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정서적 참여가 학업성취도 향상

을 위한 과정 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학교의 교육성과 중 인지적 성취라고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를 높이

기 위해서 교사는 인지적 참여뿐만 아니라 정서적 참여와 행동적 참여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때 학교참여가 두 변인 간을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수업활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하위 요인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에 전체의 학

교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참여의 정도에 따라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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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성과 중 정의적 성취라고 볼 수 있는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업

성취와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교교육평가의 척도로서 교사는 학생

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의 학교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경우 학교생활만족

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나, 학교참여는 표준화계수가

.1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5),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2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

나,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는 여전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학

생 358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

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학

생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른 학

교 급에서는 과목별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에 따라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친구, 지역사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

적 지지로 한정지었지만, 지지의 대상을 확대하여 각 지지의 대상의 지

지정도가 학생의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 지지원에 따라 학교참여와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

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일지라도 학생마다 지각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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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보다 확장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학생

이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교육성취도를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

도로 나누어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

지만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는 분리하여 살펴볼 수도 있지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

여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통제변인

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만을 지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학

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교육 등의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검

토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학교참여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진은아(2007)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유형들이 독립적

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어느 한 가지로

제한되기 보다는 4가지 사회적 지지의 변인들이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

속에 나타나지만 단지 어느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고 적게 제공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았다.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모두 정보적 지지가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4개의 지지 모두가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

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지의 유형을 인식하되 통합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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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평가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식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충고나 조언,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

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업활동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다양한 교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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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검사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담임선생님의 지지와 지원이 학생들의 학

교참여와 교육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한

연구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숫자 또는 기호로 표기되어 통계 처리되므로 응답

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신중하게 읽으신 후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임정연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쓰거나 해당사항에 ✓ 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출석번호 : 번 (예: 6학년 1반 5번이라면 ‘5’라고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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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임선생님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

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담임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담임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담임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

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담임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담임선생님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담임선생님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

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담임선생님은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담임선생님은 나의 성과(성적, 작품, 수상 등)

를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담임선생님은 내가 아프면 관심을 가지고 지

켜봐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담임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담임선생님은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시다. ① ② ③ ④ ⑤

15
담임선생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

면 빌려주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담임선생님은 내가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담임선생님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신

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생이 지각하는 담임선생님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현재 담임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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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현

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

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담임선생님은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매일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화가 나도 친구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학교생활을 열

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

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교공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실패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를 묻는 설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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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생활은 즐겁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시간은 즐겁고 부담없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에서 나의 장점을 표현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예회나 학급발표회와 같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

하기 위하여 나만의 예시나 문제를 만들어본

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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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적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시거

나, 내용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중 학생이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를 선택하고, ‘직업명’ 칸에 보호자의 직

업을 써주세요.

▶ (예) 아버지와 살고 있다 → ①번에 ✔표한 후 아버지의 직업명 쓰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고 있다 → ①, ②번에 ✔표한 후 아버지, 어머니
의

직업명 쓰기,

구분 직업명
직업이

없음
잘 모름

① 아버지 ⓐ ⓑ

② 어머니 ⓐ ⓑ

2.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3.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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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on educational

achievement.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ocial

support and educational achievement was examin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engagemen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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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does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affect school

engagement?

2. How does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3. How does student’s school engagement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4. How does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engageme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Scale’, ‘School Engagement Scal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cale’ were developed, based on examining prior

researches and pre-test with 77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Scale’ is composed of 5 factors:

① emotional support, ② evaluative support, ③ informational support,

④ material support. ‘School Engagement Scale’ is composed of 3

sub-constructs: ① Behavioral participation, ② Emotional participation,

③ Cognitive particip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Scale’ is composed

of 3 factors: ① school activity, ② class activity, ③ relationship with

friends. It was confirmed that these scales appropriately measure

sub-factors by using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lso these

three scales were reliable according to their Cronbach’s α coefficient.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357 students in 11 classrooms

at T elementary school in Korea.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Scale’, ‘School Engagement Scal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cale’ were examined and students’ final exam score

were collected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To contro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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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e(SES), variables such as parent’s

academic career and job were also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s

school engag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teacher’s social support

and school engagement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teacher’s social

support to school engagement was significant(standardized

coefficients=.559, p<.001).

Second, student’s engagement positively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engagement to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standardized coefficients=.260,

p<.01).

Third,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as an indirect effect with school engagement

as a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standardized coefficients=.166,

p<.01).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doesn’t affect

academic achievement directly and school engagement complet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Forth,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s

school life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eacher’s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teacher’s social

support to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standardized

coefficients=.17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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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student’s engagement positively affects school life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ngagemen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engagement to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standardized coefficients=.858, p<.001).

Sixth,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s

school life satisfaction as an indirect effect with school engagement

as a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s(standardized coefficients=.481,

p<.05).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affects school life

satisfaction directly and school engagement par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n conclusion, student’s perceived teacher’s social support affects

educational achievement(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engagement. Therefore, to improve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there is a need to develop teacher’s social support and facilitate

student’s school engagement.

Keywords : teacher’s support, school engagement, educational

achievement

Student Number : 201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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