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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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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 아동의 낙관성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
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4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31명과 연구대상의 어머니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
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낙관성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
의 학교적응 간에 매개효과를 보이고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낙관성, 긍정적 강화,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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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존의 연구들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긍정심리학은
평범한 보통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논문들과 긍정적인 심리 상
태를 연구한 것들의 비율이 17:1이라는 것만으로도(MacLeod, 2000)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
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긍정심리학은 심리적 안녕, 행복, 만족 등 긍정적인
경험을 조명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낙관성은 긍정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20년대에 Freud를 비
롯한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성을 현실
세계를 왜곡해서 바라보게 하는 허황된 기재로 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1970년대 이전에는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는 자신과 현실의 상태를 가감 또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수용하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많은 연구(Scheier & Carver, 1994; Chang,
1998; Chang & Sanna, 2001; Symister & Friend, 2003)는 낙관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비관적
인 사람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hemers, Hu & Garcia, 2001). 예를 들면, 대학 신입생의 첫 학기 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
에서 이들이 입학한 날부터 성향적 낙관성을 포함한 여러 성격적 요인들을 관찰하였다. 3개월
후에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낙관적인 학생이 학교적응에서 낮은 스트레스를 보여 낙관성은 심
리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 연구
(Chemers, et al., 2001)는 낙관성은 여타의 다른 성향이나 성격보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욱 크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심리적인 건강을 위한 낙관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낙관성은 일반적으로 현실과 미래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며 자신의 행동으로 어려움
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성향적 낙관성과 귀인적 낙관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성수,
2006). 성향적(dispositional) 낙관성은 선천적 또는 기질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Carver & Gaines, 1987; Scheier & Carver, 1992)하는
것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우울을 적게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에 상황을 잘 수용하고 개인의 성장의 기회
로 삼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Scheier & Carver, 1992) 어떤 목표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비
록 진행이 더디거나 힘들어도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기대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여기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과 목표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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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적 낙관성은 과거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낙관성
과 비관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Peterson, 1999; Seligman, 1991) 사물이나 사건에 대
해 긍정적 측면을 보는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지에 따라 개인이 미래를 낙관 혹은 비관으로
기대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Peterson & Bossio, 1991). 즉, 비관적인 사람은 나쁜
일들은 항상(영구적), 운이 없는(전반적)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것은 항상 그들의 잘못(내재
화)이라고 하는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때때로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긍정
적으로 평가하며(일시적, 특징적) 가끔씩 타인의 잘못일 수 있다고 믿는다(외재화)는 것이다.
이상의 낙관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각의 낙관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Caver & Scheier, 1992). 그러므로 각각의 이론은 상반
되는 것이 아니라 낙관성의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의 두 가
지 접근에 대한 개념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겠다(Peterson, 2000).
Seligman(1991)은 낙관성과 같이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하
였다. 낙관성은 학습이 가능하고 한 번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으며 비관적인 사
람도 낙관성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
만 어릴 적에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 아동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부정적
인 자기상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슬픈 감정, 사회적 위축, 무기력감, 희망상실, 정신-운동 협
응 손상, 학업 및 사회적 실패감, 초조감, 무망감, 불면증, 식욕감퇴 등에 빠질 수 있다. 비관적
인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고(Fischer & Leitenberg, 1986) 절망적인 순간에 자살충동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Kazdin, French, Unis, Esveld-Dawson, & Sherick, 1983)
아동에게 비관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우울증에 대한 불안요소와 좋지 못한 교우관계 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Garber, Quiggle, Panak, & Dodge, 1991; Hilsman, & Garber, 1995;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비관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Sharpe, Brown, Thompson, & Eckman, 1994). 반대로, 낙
관성은 위기상황에서 더 잘 적응하게 하고(양옥경, 최경민, 2001; 김성수, 2006) 낙관적인 아동
들은 비관적인 아동에 비해서 입학 후 2년 동안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ycox,
Reivich, Gillham, & Seligman, 1994). 또한 긍정적인 아동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높은 자존감
과, 자신감, 낮은 우울을 보였다(Snyder, Hoza, Pelham, Rapoff, Ware, Danovsky, Highberger,
Rubinstein, & Stahl, 1997).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아동들이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었다(Deptula, Cohen, Philipsen,
& Ey, under review).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
는 아동 중 면접을 통해 자신이 낙관적이라고 밝힌 아동은 의학적 처치나 치료에 좀 더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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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Gudas, Koocher, & Wypij, 1991) 낙관적인 아동은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나
타냈다(Neverlien & Backer, 1991).
아동에게 있어 낙관성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Seligman(1991)은 나쁜 일이 일
어났을 때 어머니의 귀인이 아동의 행동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Scheier와
Carver(1993)는 성향적 낙관성의 개인적 차이에 대해 성공적인 혹은 실패에 가까운 과거의 경
험이나 부모의 역할 모델의 중요성 특히, 어머니의 칭찬과 신뢰 등을 강조하였다. Peterson과
Bossio(1991)는 성인 초기에 성향적 낙관성과 비관성에 관해 부모 행동에 대한 유년 시절의 학
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부모의 역할 모델로 인하여 낙관적인 부모의 자녀는 낙관적
으로, 비관적인 부모의 자녀는 비관적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가 아동 낙관성과 비관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동의 낙관성보다는 부모의 역할이나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낙관성이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아동의 낙관성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 또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낙관적인 부모와 비관적인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 태도는 서로 다
른지, 낙관적인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는 아동이 낙관적으로 자라게 하고 비관적인 부모
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는 아동이 비관적으로 자라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낙관성은 아동이 교우관계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나 질환과 같은 위기 상황 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 자살 위험 정도
및 교우 관계의 문제 등 비관적 요인들은 아동에게 있어 자기 충족적 예언 등에 부정적인 기
대심리를 가져온다(Kashani, Reid, & Rosenberg, 1989; Nolen-Hoeksema, Girgus, &
Selligman, 1992). 또한 낙관성은 앞에서 언급한 대학 신입생에 대한 연구(Chemers, et al.,
2001)와 낙관적 또는 비관적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사례(Garber, et al., 1991; Hilsman, et
al., 1992)처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왕따,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나 과다한 학습량 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iller(1999)는 개인의 행동은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서 내재화된 성향
이나 가치관 등이 행동으로 외현화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일상적인 관계가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때, 부모의 낙관성이 아동과의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재된 생각과 관점을 갖게 하고 그것은 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여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 특히, 낙관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강화는 특
정한 행동의 발생에 즉각적인 결과가 뒤따르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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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작용한다(윤치연, 이영순, 이효신, 천성문, 2002).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거
나,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
이거나, 어떤 일에 대해 관심 있게 질문하거나 할 때 긍정적 강화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황
매향, 1999). 부모가 소리치기, 비난, 때리는 등의 부정적 행동을 할 때 아동은 이것을 회피하
려고 하게 되고 단순히 외적으로만 귀인하며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회피적 행동이나 반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부정적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DeKlyen, Speltz, & Greenberg,
1998). 그리고 부모의 처벌이나 야단 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 아동은 부모에게 압도되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숙시키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적절히 조절할 능력
이 손상되어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
계형성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기대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Dodge, 1991). 반면, 부모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할수록 아동의 정
서는 안정되어진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것은 부모의 부정적 강화는 아동이 비관적인 성향
을 내면화하도록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칭찬을 비롯한 긍정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 강화를 한다면 이것은 아동의 낙관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강화는 아동의 학교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은 아동의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와 애정에 기초하고 있는 개
방된 가정의 아동일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김지현, 1996).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차유림, 2001)에서는 부모-자녀 간에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등의 긍정적 강화가
강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강화는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고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 강화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었는데(Goleman, 1995) 긍정적 정서조절을 가진 아동은 또래 사이의 인기도가 높
아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는 등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요컨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
모의 성격,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등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되는 양육행동(Belsky, 1984)
은 아동의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을 강화시켜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적응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Abidin, 1992; Werner & Smith, 198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 학교생활에 중요한 요인인
낙관성에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아동의 학교적응에 효
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낙관성이 부모 역할모델과 양육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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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설 모형

영향을 주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Scheier & Carver, 1993)하여 어머니
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도 영향
을 미쳐 아동에 대한 낙관성의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어머니의 낙관성이 외현화되어 실생활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자극하는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 모델이 아동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와 긍정적 강화를 통해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모델과
양육태도 등으로 외현화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아동 양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서를 찾고 학교에서도 가정과 연계한 아동 지도의 중요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아동의 낙관성과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를 보는 것이므로 아동의
낙관성 척도(Youth Life Orientation Test)의 표적대상이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인 것과 부모강
화 척도의 표적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소재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
동 245명과 연구대상 아동의 어머니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설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120명(52%), 여학생은 111명(48%)이었고 5학년은 112명(48%), 6
학년은 119명(5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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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낙관성 척도(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 LOT-R)
어머니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LOT-R(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을 사용하였다. LOT-R은 성향적 낙관성을 단일차원
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OT-R이 단일차원인가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야 하는가의 논쟁(Scheier & Carver, 1985; Mehrabian & Ljunggren, 1997;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cheier와 Carver(1985), Mehrabian과 Ljunggren(1997)의 주장에 근거해 비관성
의 고유영향력을 감안하지 않고, 낙관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6개의 문항만이 낙관성
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4개의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
는 가짜문항(Filler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다시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3개의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OT-R은 5점 Likert 척도로서
0에서 4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0 : 매우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총점 범위는 0점
에서 24점이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Scheier 등(1994)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의 Cronbach's α는 .78이었으며 4
개월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이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81이었다.

2) 아동의 낙관성 척도(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 YLOT)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ydney등(2005)의 YLOT(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를 한 명의 이중 언어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번안하여 1인의 상담 전
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표적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이고 LOT-R과 같은 방식
으로 제작되어 14개 문항 중 12개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고 2개 문항은 가짜 문항(filer
item)이다.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은 다시 6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6개의 부정
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ydney 등(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이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88이었다.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 척도(Child's Perceive Parental Reinforcement
Scale : CPPRS)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Park과 Im(2004)이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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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척도(Child's Perceive Parental Reinforcement
Scale : CPPRS)를 사용하였다. CPPRS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2번, 4번, 11번, 14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6점 Likert 척도로 (1=아니오, 6=네)로 되어
있는 CPPRS의 점수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20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긍정적 강화가 높은 쪽을 가리킨다.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표적 집단으로 제작된 CPPRS는 Cronbach‘s α 내적합치도 계수(n=449)는 .87(아버지)과
.85(어머니)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일주일 간격(n=47) .76(아버지)과 .84(어머니), 3주일 간
격(n=60) .67(아버지)과 .82(어머니), 3주일 간격(n=60) .67(아버지)과 .82(어머니), 4주일 간격
(n=62) .81(아버지)과 .87(어머니)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관련한 척도만 사용하였
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4) 학교적응척도(the Questionnaire to Measure Adaptability in School : QMAS)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검사는 김용래(2000)가 제작한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이점순(2006)이 재구성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문항구성은 5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역은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 ‘생활적응’이다. 하위영역별 각
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에
의해 ‘항상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교사
적응 .80, 수업적응 .76, 친구적응 .76, 환경적응 .61, 생활적응 .76, 전체가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어머니의 낙관성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 척도, 아동의 낙관성 척도, 아동의 학교
적응 척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LOT-R(1), YLOT(2), CPPRS(3), QMAS(4)의 조
합은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A set(1-2-3-4)와 B set(4-3-2-1)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성별이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4.0에 의해 처리되었다.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변수(아동의 낙관성)를 이용
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1은 완전매개모형으로서 어머니의 낙관성과 강
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하는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어머니의 낙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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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역할모델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Scheier &
Carver, 1993)하는 부분매개모형으로서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강
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어머
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이다. 두 모형간
의 차이점은 어머니의 낙관성이 실생활에서 외현화되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자극하는 긍
정적 강화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 모델이 아동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
는지와 긍정적 강화를 통해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 또는 훈육방식으로서 외현화
되는 과정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효과를 하는 완전매개모형보다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낙관성에도 영향을 미치나 어머니의 낙관성이 실생활에서 외현화되어 아동에게 직
접적으로 표현되는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에 효과를 주고 긍정적 강화와 아동의 낙관성
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좋다고 예상할 수 있다. 위의 두 모형은 AMO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기초통계결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 및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어머니의 낙관성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
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어머니의 강화도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여 모든
변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아동의 낙관성 매개효과모형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낙관성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학교적응 간
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두 구
조 모형(경쟁모형은 완전매개모형으로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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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M

SD

1

2

3

4

5

6

7

8

9

10

(N = 231)

11

12

13

14

15

16

1.모낙관 1 7.90 1.73 1
**

1

**

.51

**

.42

2.모낙관 2 7.27 1.59 .65

3.모낙관 3 7.04 1.61 .58
4.강화 1
5.강화 2
6.강화 3
7.강화 4

24.90 4.46 .44

**

21.27 4.51 .42

**

20.83 4.60 .38

**

20.57 4.66 .40

**

8.낙관성 1 8.97 2.08 .50

**

9.낙관성 2 8.70 1.92 .39

**

10.낙관성 3 8.53 1.98 .34

**

11.낙관성 4 8.58 2.01 .38

**

12.생활적응 19.39 3.89 .32

**

13.환경적응 19.74 5.92 .30

**

1

**

.49

**

.39

**

.29

**

.40

**

.36

**

.36

**

.32

**

.28

**

.29

*

.13

**

1

**

.66** 1

**

.66** .71** 1

**

.66

.43
.34
.30

**

.42

**

.34

**

.36

**

.40

**

.33

**

.28

**
**

.56

**

.52

**

.56

**

.51

**

.44

**

.39

**

.65

**

.53

**

.49

**

.55

**

.51

**

.45

**

.44

**

1

**

.51

**

.55

.69
.42
.47

**

.50

**

.45

**

.38

**

.43

**

1

**

.60

**

.50

**

.43

**

.40

**

.31

**

1

**

.57

**

.52

.69
.58

**

.37

**

.43

**

1

**

.65

**

.43

**

.40

**

1

**

.38

**

.49** .40** 1

.38
.43

**

1

14.친구적응 19.65 4.11 .30** .27** .33** .47** .45** .40** .33** .45** .44** .44** .44** .46** .44** 1
**

15.수업적응 19.05 4.30 .37

**

16.교사적응 20.80 5.10 .26

**

.37

**

.25

**

.29

**

.29

**

.46

**

.42

**

.50

**

.41

**

.49

**

.40

**

.56

**

.35

**

.42

**

.33

**

.57

**

.37

**

.46

**

.37

**

.42

**

.41

**

.62

**

.45

**

.44

**

.45

.40
.41

**

1

**

.45

**

1

모 낙관 1, 2, 3 = LOT-R 어머니의 낙관성 하위척도; 강화 1, 2, 3, 4 = CPPRS 긍정적 강화 하위척도; 낙관
성 1, 2, 3, 4 = YLOT 아동의 낙관성 하위척도; 생활적응, 환경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교사적응 = QMAS
학교적응 하위척도 ** p <.01, * p <.05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가설모형은 경쟁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부분매개모형으로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긍
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검증)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쟁모형과 가설모형에 대한  차이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표 2>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31)

적합도 지수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경쟁모형

264.77

101

.000

.983

.988

.084(.072-.096)

가설모형

177.42

98

.000

.992

.994

.059(.045-.073)

<표 3> 모형비교를 위한  차이검증 결과

경쟁모형 vs 가설모형

Δ

Δdf

결정

87.35

3

기각(.01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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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값은 264.77과 177.02로 두
모형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
며,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홍세희, 2000). 여기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절대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measure)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95이
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적합도 지수의 일종으로 .05이하이
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08이하에서는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
고(Browne & Cudeck, 1993), 최근에는 .06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의 TLI는 .983, CFI는 .988이므로 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RMSEA는 .084(90% 신뢰구간 .072 - .096)로써 합리적 모형으로 해석되는 .080기준
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쟁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정도
라고 할 수 있다. 각 경로계수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1).
가설모형 부분매개모형의 TLI는 .992, CFI는 .994이고 RMSEA는 .059(90% 신뢰구간 .044 .072)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가설화된 구조 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또한 <표 4>에는 가설 모형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어머니의 낙관성⇒아동의 학교적응’만 유
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여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
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낙관성⇒아동의 낙관성’은 p<.01수준에서
유의했고 ‘어머니의 낙관성⇒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아동의 낙관성’, ‘아동의 낙관성⇒아
동의 학교적응’, ‘긍정적 강화⇒아동의 학교적응’은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하여 긍정적 강
화가 아동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의 시발점이 어머니의
낙관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은 내재적 관계에 있으므로  차이검증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및  차이검증 결과를 보면,  차이검증치가 유의미하므로 보다 복잡한 모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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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쟁 모형
N=231, * p<.05, ** p<.01, *** p<.001

[그림 3] 가설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N=231, * p<.05, ** p<.01, *** p<.001

<표 4> 경로계수(가설 모형)

모수 parameter

추정치

C.R.

**

(.20)

2.545

***

(.62)

7.932

어머니의 낙관성

⇒

아동의 낙관성

어머니의 낙관성

⇒

긍정적 강화

어머니의 낙관성

⇒

아동의 학교적응

.112

(.06)

0.736

긍정적 강화

⇒

아동의 낙관성

.304***

(.66)

7.845

긍정적 강화

⇒

아동의 학교적응

.288***

(.38)

3.406

아동의 학교적응

***

(.45)

3.907

아동의 낙관성

⇒

.228

1.556

.737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이고 괄호안의 값은 표준화계수임.
*은 p<.05수준, **은 p<.01수준, ***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임.

가설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적합도 지수 비교결과 경쟁모형 보다는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
로 더 좋게 나타났고 두 모형간의  차이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구조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된 가설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잠재변수에서 ‘어머니의 낙관성’은 3개, ‘긍정적 강화’와 ‘아동의 낙
관성’은 4개, ‘학교적응’은 5개의 측정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각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변수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에서 잠재변수간의 상관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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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찰변인의 요인계수(가설 모형)

측정변수

비표준화된 요인계수

표준화된 요인계수

어머니의 낙관성
***

0.839

***

0.755

***

0.777

0.698

강화 1

1.000***

0.821

강화 2

***

0.830

***

0.823

모 낙관성 1

1.000

모 낙관성 2

0.825

모 낙관성 3
긍정적 강화

1.021

강화 3

1.034

강화 4

1.022

***

0.803

낙관성 1

1.000***

0.805

낙관성 2

***

0.845

0.738

낙관성 3

0.967

***

0.820

***

0.900

0.750

생활적응

1.000***

0.709

환경적응

1.312

***

0.611

***

0.660

수업적응

***

1.174

0.752

교사적응

1.158***

0.627

아동의 낙관성

낙관성 4
학교적응

친구적응

0.984

***p<.001

<표 6> 잠재변인 간 상관(가설 모형)

1
1. 어머니의 낙관성

-

2. 긍정적 강화
3. 아동의 낙관성
4. 학교적응

2

3
**

4

.69

**

.67

.52**

-

.65**

.53**

-

.45**
-

N = 231, ** p <.01(양방향)

수 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어머니의 낙관성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
관을 보이고 긍정적 강화도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여 모든 변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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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매개변수(아동의 낙관성)의 효과를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아
동 낙관성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 및  차이검증 결과
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아
동 낙관성의 매개 효과와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
였다. 경쟁모형과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주
고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효과를 하는 완전매개모형보다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
관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낙관성은 지속적인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에 효과를 미치고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
동의 행동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Seligman, 1991)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과거의 경
험이나 부모의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Scheier & Carver, 1993)한 것과 내용이 일치하고
성인 초기의 성향적 낙관성에 관해 부모 행동에 대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중요한데 특히 어머
니의 칭찬과 신임이 중요하다는(Peterson & Bossio, 1991)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아동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낙관성이 높아지고 행동
으로 표현되는 긍정적 강화도 높아지게 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낙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어머니
의 낙관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적인 성향이 아동 발달과 아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 개인의 낙관적 성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가 보이는 행동이나 생각 또한 진취
적이고 적극적이며 보다 긍정적이라 예상할 수 있고(Scheier & Carver, 1985) 많은 연구
(Chemers, et al, 2001; Deptula, et al, under review; Jaycox, et al, 1994)를 통해 낙관성은 심
리적 안녕감, 학교생활만족도, 학습동기, 학교 적응, 자기존중감 등 아동의 학교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Seligman(1991)은 낙관성과 같이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
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낙관성은 학습이 가능하고 한 번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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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성이 있으며 비관적인 사람도 낙관성의 기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어릴 적에 비관적인 인생관을 습득한 우울한
아동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슬픈 감
정, 사회적 위축, 무기력감, 희망상실, 심리-운동 협응 손상, 학업 및 사회적 실패감, 초조감, 무
망감, 불면증, 식욕감퇴, 자살에 대한 생각 등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감
안할 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아동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부적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생
각할 때 비관을 극복하고 낙관성을 향상시켜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어려
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의도적인 교육적 개입이 중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끼쳐 학교적응에 효과를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 연구에서의 주요한 시사점은 사회적이고 시대적 이슈인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문
제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아동의 문제점이
심각한 가운데 이 연구결과는 그 해결을 위한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어머니가 얼마나 낙관적이냐에 따라 아동이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으로 아동이 학교에
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
급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동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동지도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적응에 좋은 보호 요소가 된다는 기존 연구에 덧붙여 본 연
구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그 성향 자체로 영향을 주기보다 양육과정에서 긍정적인 강화를 촉진
시키고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증진시켜서 학교 장면에서의 건강한 적응을 돕
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과정의 긍정적 강화를 촉진시켜서 나아가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낙관적 성향이 주는 긍정적이고 따듯한 양육환경이 아동의 낙관성과 적
응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낙관성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낙관성 향상에 효과를 주고 긍정적 강화라는 외현화를 통해 아동
의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매우 강
력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나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
머니가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아동에게 의미 있는 효과가 있고 그것을 행
동화하여 자녀에게 표현하였을 때에는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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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어머니에 대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구안 시 행동화가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는 표본의 크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의 일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한
다. 특히, 아동의 낙관성의 표집대상이 3-6학년이고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측정도구의
표집대상이 5-6학년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5-6학년으로 한정되었으나 1-6학년의 초등학생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사회
적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만을 선택하였는데 아버지의 낙관성과 긍정
적 강화도 함께 보거나 긍정적 강화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주 양육자의 긍정적 강화를 연구
해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가정의 역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외에도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
에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은 Seligman(1995)이 구안한 것으로 유
일무이한 상태이나 언어의 번안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하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는 등 우
리나라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동의 낙관성
에 있어 어머니의 낙관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이 시점에서 아동뿐 만이 아니라 어머
니의 낙관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문화에 맞는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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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on child's
adaptability in school:
with child's optimism as a mediating variable
1)Ju-Yong

Kim*․Jee-Yon Le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ny relationship among mother's optimism,
reinforcement and the child's optimism and ability to adapt in school. In particular, the study
aimed analyze any mediating effects of child's own optimism on his or her ability to adapt
in school,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what were the any effects of mother's optimism
expressed through reinforcement on the child's optimism and adaptability in school. The study
was conducted among 231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in Kyoung-gi province in Korea. After measuring four different variables,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and the child's optimism and adaptability in school,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A high fit index of this modeling analysis demonstr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s optimism on his or her adaptability in school,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And the analysis validated the general effects of mother's optimism expressed
through reinforcement on the child's optimism and adaptability in school.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d previous research done on the topic and offer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Optimism, Reinforcement, Adaptability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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