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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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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패상황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의 3~6학년 남․여 학생 총 400명(남자 207명, 여자 193명)이며,
학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3․4학년을 중학년으로, 5․6학년을 고학년으로 설정하
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 중 행동에서 성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수준에서는 남학생 집단이, 하위요인 중 행동 수준에서는 여
학생 집단이 각각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 수준에서 초등
학생 집단 내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으로 지각하는 초등학생일수록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부
모 양육태도의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지향적일수록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수준과 과제수준선호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학구적 실패내성의 다른 하위요인인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지향 요인은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구적 실패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개
인변인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나아가 환경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이 시작되
는 최초의 환경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의 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교육장면에서 피할 수 없는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학구적 실패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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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

양립해 왔다.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학습자의 동

니라 인지학습 활동의 근원이 되는 동기적 측면

기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자의 견

또한 강조되고 있다. 동기는 인간의 모든 의도적

해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관한 연

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

구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다. 즉,

다. 즉 어떤 목표를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이도록

결과에 대한 통제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한 실패

행동을 활성화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목표를 향해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학습자는 후속 수행에

어떤 강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 인간의 행위

서 학습하려는 동기를 상실하고, 인지적이고 정서

중 학습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의도적이고 목표지

적인 손상을 입고 수행의 저하까지 보인다는 것

향적인 행위로서, 학습활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

이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Boyd,

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1982; Fosco & Gear, 1971; Frankel & Snyder, 1978;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를 가지게 하는 동기적 기

Gatchel, Paulus, & Maples, 1975; Hiroto, 1974;

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Hiroto & Seligman, 1975; Sedek & Kofta, 1990; Kuhl

(Bandura, 1986; Schunk, 1990).

& Weiss, 1984; Roth & Kubal, 1975). 이러한 학습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살아가면서

된 무기력 분야에서의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교

누구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육현장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인지

러한 실패와 좌절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

적․정서적 손상을 초래하는 실패 경험을 최소화

르다(김아영, 1997). 교육현장에서 계속해서 새로

하고, 성공 경험을 최대화하는데 관심을 두었으

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 동안 겪게 되는 실패경험

며, 그 방법들로 유급제도․등급제도․벌 등을 폐

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은 학생들

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해 왔다(김아영, 1994).

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그러나 이러한 교육철학은 우수한 학생들 역시

된다. 즉, 일반적으로 실패는 누구에게나 혐오적

어려운 과목을 피하거나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

인 경험일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혐오감을 특히

하고 표현하기 보다는 낮은 성취에 머무르게 하

심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쉽게 벗

는 결과를 낳았다(Clifford, 1984).

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이에 한편에서는 모든 실패 경험이 학습자들에

반면에 이를 빨리 정리하고 후속적인 과제 수행

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

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적인 대처 경향을 보이는

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학습자도 있다. 특히 끊임없는 도전과 평가, 경쟁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Tennen, Drum, Gillen,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한국의 교육현장에

& Stanton, 1982; Thornton & Jacobs, 1972; Wortman

서 학습자가 자신의 실패경험에 대하여 보이는

& Brehm, 1975).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된 무기력

반응 양상은 후속적인 과제 수행의 지속적인 촉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반대로, 실패 경험이 후

진의 문제와 관련된다(김아영, 1994; 오희숙, 2002)

속적인 과제 수행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는 측면에서 실패에 대한 반응은 학습활동의 동

Wortman과 Brehm(1975)는 어느 조건에서는 실패

기적 기제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경험 후 오히려 향상된 후속 수행을 보이기도 하

학업 상황에서 실패 경험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는데, 기존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설명되지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을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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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ance)의 견지에서 해석하였다. 즉, 개인은 처음

들의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잘 예언해 주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자신의 자유와 능력, 그리

었으며,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고 자아에 위협을 받는다고 지각하게 되면, 무기

보다 실패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력감에 빠지기에 앞서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적

태도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Clifford, Kim, &

극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심리

McDonald, 1988; Kim & Clifford, 1988). 또한 학구

적 저항은 실패 경험의 정도가 적절한 수준일 경

적 실패내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실패 경험의 정도가

김아영(1994)의 「한국형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

지나칠 경우에는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할 것이라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학구적 실패내성은 학업성

고 주장하여 심리적 저항 이론과 학습된 무기력

취를 잘 예언하는 주요한 동기변인으로 해석되었

이론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김아영, 1997; 김아영, 주지은, 1999). 또한 이러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Clifford(1984)는

한 관심은 학구적 실패내성과 학습자의 개인 및

건설적 실패 이론(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을 제

가족변인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는데,

시하면서 학습자들이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표

대표적인 것으로 김아영(1997)은 학구적 실패내성

현할 수 있도록 실패를 피하기보다는 실패 경험

의 관련변인을 연구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

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가치관과 전략들을 가르치

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적 실패내성의 관계를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처능력

연구한 한은숙과 김성일(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

의 향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패에 잘 대처하

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고 인내하여 여러 시행착오 경험을 오히려 성장

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하

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장수

여 학구적 실패내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 장

영, 2007). 또한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 후에

수영(2007)은 학업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나타나는 반응에 관한 동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구에서 자기효능감 및 부모와의 애착이 학구적

위한 그들의 연구에서 건설적 실패 경험과 관련

실패내성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된 변인들 중에서 개인차 변인의 하나로 볼 수

이영희(200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있는 ‘실패에 대한 내성(failure tolerance: FT)’의 중

통제소재와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변인과 부모의

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실패에 대한 내성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등의 가

을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족변인이 고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습자들이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대한

이와 같이 학습자의 학구적 실패내성이 학업성

내성을 특별히 학구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취도를 잘 예언하는 동기 변인이면서 환경적 변

Tolerance)이라고 부른다. 한편 학구적 실패내성은

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대

고도의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의

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잠재능력은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라고도 볼 수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 학습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오희숙, 2002).

육성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학구적 실패내성에 영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실패에 대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에는 학습자 개인

한 내성은 실패 상황에 노출되고 난 후의 학습자

변인을 비롯하여 가족이나 주변의 환경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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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이영희, 2007). 따라서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구적 실패내성과 관련 있는 환경적 변인에 대

김기정(1984)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 연구는 학습자들이 실패에 대한 내성을 기를

학문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는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오영희와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엄정애(1997)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부모-자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녀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

즉, 바람직한 환경적 변인의 조성을 통하여 학습

적․사회적 제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의 학구적 실패내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학

하였다. 또한 손낙주(1996), 김지영(1998), 박정근

구적 실패내성의 증대는 나아가 학습자의 학업성

(2002) 등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

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감과 성취동기 및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학구적 실패내성과 관련된 환경적 변인

을 입증하였다. 이로 보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

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개척 단계에 불

녀가 경험하게 되는 학업에서의 실패상황을 어떻

구하다. 또한 기존의 실패내성에 대한 연구들은

게 받아들이는가 즉,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자기조절(송달호,

렇지 않은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2002; 신영희, 2005; 이숙주, 2000; 조규선, 2000)과

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개인변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구적 실패내성을 학습 상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구적

황에서 실패 결과에 대해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로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환경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학습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주요한 가족변인으로

자의 성장과 발달이 시작되는 최초의 환경인 부

선정하여, 이와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를 일

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변인으로 한

정한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하여 학구적 실패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한다. 또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초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초등학생

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둘째,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드물다는 측면에서 우선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지각된 부모의 양

내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성별 및 학년

육태도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차

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초등학생의 학구적

이가 있는가? 이다.

실패내성과 가족변인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사
회적․동기적 측면과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
연구들(김애경, 2002;, 이은영, 김경혜, 2005; 이지

연구대상

연, 하정희, 전수현, 2006)의 결과에서 부모와 자
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이후 다양한 발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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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년 남․여 학생 총 400명(남자 207명, 여자

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과제선호수준이 .80, 감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학구적

정이 .78, 행동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구적

실패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3․4학년을

실패내성 척도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중학년으로, 5․6학년을 고학년으로 설정하여 두
과제수준선호.

집단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2008년 4

개인이 과제의 곤란도에 대해

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보이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을 나타낸다.

실시방법은 연구자가 각 담임 교사에게 실시 의

선호하는 과제의 곤란도 수준이 높을수록 실패에

도와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학구적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실패내성 척도에서의 과제는 학업적 과제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측정도구
감정.

개인이 실패 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적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반응의 긍정-부정의 정도를 나타내며, 동기의 정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

서적 과정으로 표출된다.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

기 위해 이종승․오성심(1982)의 양육태도검사를

해 건설적으로 대처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임선화(1987)가 각 하위요인별로 동일하게 10문항

가 낮게 나타나며, 부정적 감정반응이 낮을수록

씩 모두 4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한은숙(2004)

높은 실패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역채

이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상황과 어휘들로 수정․

점).

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의 하위요
행동.

인은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의 4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

차원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는데, 행동요인의 인지적 측면은 실패경험 후에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8가지 유형으로 구성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되어 있다. 검사의 전체 문항에 걸친 Cronbach's α

강구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써 그 정도가

는 .89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애정지향 .78, 자

높을수록 실패내성이 높은 것이다. 행동요인의 행

율지향 .72, 성취지향 .72, 합리지향 .81인 것으로

동적 측면은 실패한 상황에서 앞으로 실패를 극

나타났다.

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나
타내는 요인이다. 개인이 실패경험 후에 적극적․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

구체적․현실적인 극복행동을 보일수록 실패상황

학구적 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

에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

(1994)이 개발한 한국형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를

은 실패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희숙(2002)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수준선호, 감정, 행동의 3개 하위요인

자료분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동일하게
6문항씩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

에서 검사의 전체 문항에 걸친 Cronbach's α는 .78

하여 분석되었고, 적용된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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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선호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집단의 평균

및 감정 수준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다변량 분산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한편 부모의 양육

즉,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수준은 남학생 집단

태도와 학구적 실패내성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이 여학생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고, 하위요

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

인 중 행동 수준은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

며,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구적 실패

다 유의미하게 더 높다. 그러나 학구적 실패내성

내성 및 세 가지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의 다른 하위요인들 즉, 과제수준선호와 감정 수

위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들

준에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

없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학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의 차이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
의 평균, 표준편차, 및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연구결과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
성 전체 및 각 하위요인별 수준에 있어서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의 차이

나타났다(Wilks'λ=.993; F=.974; df=3, 396; p=.405).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
의 평균, 표준편차, 및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표 1과 같다.

상관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Wilks'λ=.958; F=5.766; df=3, 396; p=.001)와 하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요인 중 행동(F=6.948; df=1, 398; p=.009) 수준은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전체 상관을 Pearson 상관

성별집단 간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1. 성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N=207)

여(N=193)

F

p

7.58

1.425

.233

21.70

7.16

2.100

.148

5.52

22.80

5.20

6.948

.009

13.43

64.67

13.93

5.766

.001

M

SD

M

SD

과제수준선호

21.04

7.03

20.17

감 정

22.75

7.23

행 동

21.38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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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의 차이
중학년(N=200)

고학년(N=200)

M

SD

M

SD

과제수준선호

20.18

7.40

21.07

감 정

22.05

7.39

행 동

22.17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64.40

F

p

7.21

1.469

.226

22.44

7.04

.292

.589

5.76

21.97

5.04

.136

.712

14.30

65.47

13.00

.974

.405

6

7

표 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8

1

-

2

.335**

-

3

.508**

.330**

-

4

.660**

.429**

.398**

-

5

.219**

.245**

.318**

.239**

-

6

.224**

.177**

.132**

.168**

.119*

7

.283**

.079

.282**

.240**

.521**

-.022

8

.348**

.256**

.351**

.312**

.804**

.583**

.663**

M

31.97

26.23

29.07

29.01

20.62

22.25

22.07

64.93

SD

4.76

3.93

3.75

5.39

7.31

7.21

5.41

13.66

-

1. 애정지향 2. 자율지향 3. 성취지향 4. 합리지향 5. 과제수준선호 6. 감정 7. 행동 8.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 p < .05, ** p < .01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간에는 모
두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부적 관계가 나
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학구적 실패내성에 있어서는 전

한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적 실패내

체 점수와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01 수준에서 정

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의 모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든 하위요인들이 학구적 실패내성 및 세 하위요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제수준선호와

인들과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감정 간에는 .05 수준에서, 과제수준선호와 행동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지향과 행동 간에는

간에는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정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과 행동 간에는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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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서 부모의 성취지향(β=.266, p < .001)과 자율지

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지각될수록 초

향(β=.157, p < .01)이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있

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

어서 애정지향(β=.185, p < .001)과 자율지향(β

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5, p < .05)이 영향을 미치며, 행동에 있어서
애정지향(β=.188, p < .01)과 성취지향(β=.187,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대한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애정적․자율적

영향력

으로 지각될수록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이 높아지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지향, 성취지향, 자율지향,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초등학생의 학구적

합리지향)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초등학생의 학구

실패내성을 17.4%(R =.174)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적 실패내성 및 세 하위요인 즉, 과제수준선호,

나타났다. 학구적 실패내성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

감정,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초등학생의 학구

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자율적으로

적 실패내성 및 하위요인들이 지각된 부모의 양

지각될수록 과제선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

육태도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

혀졌으며, 이들은 과제수준선호를 12.3%(R2=.123)

해 stepwise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양육태

표 4와 같다.

도가 애정적․자율적으로 지각될수록 부정적 감

2

부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지향(β=.210, p <

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001), 애정지향(β=.201, p < .001), 자율지향(β

감정 수준을 6.2%(R2=.062) 설명해 주는 것으로

=.119, p < .05)이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에 영향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성취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구적 실패내성의

적으로 지각될수록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과제수준선호에 있어

밝혀졌으며, 이들은 행동 수준을 10.6%(R2=.106)

표 4.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학구적 실패내성
전 체

과제수준선호

감 정

행 동

독립변인

B

β

t

⊿R2

성취지향

.765

.210

3.886***

.124

애정지향

.577

.201

3.711***

.039

자율지향

.172

.119

2.404*

.012

성취지향

.519

.266

5.345***

.101

자율지향

.292

.157

3.149**

.022

애정지향

.281

.185

3.595***

.050

자율지향

.211

.115

2.226*

.012

애정지향

.214

.188

3.416**

.080

성취지향

.269

.187

3.386**

.026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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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F

.174

27.827***

.123

27.817***

.062

13.088***

.106

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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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다.
둘째, 학구적 실패내성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학교급별 비교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올

논 의

라감에 따라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김아영, 1994; 장수영, 2007)는 있으나 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에

등학생 집단 내에서 학년에 따른 학구적 실패내

따른 학구적 실패내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성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없으므로 이를 알아

실패상황에 대한 자녀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

보기 위하여 3․4학년을 중학년으로, 5․6학년을

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주요한 가족변인으로 선정

고학년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학

하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구

구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 수준에서 학년

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은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있으나, 초등학생 집단 내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

전체 및 하위요인 중 행동에서 성별집단 간에 통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과밀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급에서 입시위주의 제한된 교육환경 속에 처해

전체 수준에서는 남학생 집단이, 하위요인 중 행

있으면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곤란도가

동 수준에서는 여학생 집단이 각각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양이 늘어남과 동시에 학업성적에 따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구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높

실패내성 전체 수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

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호하고 실

미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김아영, 1994,

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차 소극적인 행동 경

1997; 한은숙, 김성일, 2004, 이영희, 2007)과는 차

향을 보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나

이가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달호

교사로부터 입시나 성적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

(2002)와 장수영(200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스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비교적 덜 가해지기 때

것으로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구적 실패내성

문에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준에서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

수 있다.

사한다. 또한 하위요인 중 행동 수준에서 여학생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

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아

패내성 수준 간에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영, 1994, 1997; 송달호, 2002; 한은숙, 김성일,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구적 실패내성의 하

2004; 이영희, 2007; 장수영, 2007)과 일치한다. 즉,

위요인 중 감정과 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학생이 학업

하지는 않으나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에서의 실패경험에 보다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하

는데 이는 한은숙(2004)과 이영희(2007)의 연구결

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

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태

고 새로운 학습방법을 모색해 보며 외적인 도움

도를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지각

을 구하는데 적극성을 보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초등학생일수록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이 높

이를 실행하는 등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학업에서의 실패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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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이후 이를 만회하기

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실패경험 이후

위해 더 건설적인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서적 대처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행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

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초등학

은 것으로 주목할 만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초등학생

본 연구는 학구적 실패내성에 관한 기존의 연

의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구에서 개인변인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나아가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환경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학습

결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학구적 실패내성

자의 성장과 발달이 시작되는 최초의 환경인 부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17.4%로, 그 중 성취지향

모-자녀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

요인이 12.4%, 애정지향 요인이 3.9%, 자율지향

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요인이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

써 교육장면에서 피할 수 없는 학구적 실패에 대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과제수

한 내성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

준선호를 12.3% 설명해 주며 성취지향 요인이

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10.1%를 차지하였고, 감정을 6.2% 설명해 주며

데에 의의가 있다.

애정지향 요인이 5.0%를 차지하였으며, 행동을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10.6% 설명해 주며 애정지향 요인이 8.0%를 차지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초등학생의 자

취지향적일수록 학구적 실패내성 전체 수준과 과

기보고식 검사를 택하였으나, 좀 더 신뢰롭고 타

제수준선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

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과 행동에 있어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부모면접을 통한 측정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지향 요인은 학구적 실패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고찰하였으나, 초등학생의

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선호와 행동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선택되었으나, 감정에 있어

시기이므로 학구적 실패상황에서의 교사변인 또

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지향 요인은 학구

바와 같이, 학구적 실패상황에서의 보다 부정적인

적 실패내성 전체 및 하위요인을 설명하지 못하

정서 경험이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건설적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달성

인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를 토대로 실패상황에서 느끼는 혐오적인 감정

있도록 격려해 주며 자녀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상태가 이후 건설적인 행동 반응 경향을 촉진시

권장하고 끈기 있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할 수 있

키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도록 성취지향적인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과제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실패내성은 개인의 환경

준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수용적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안정적인 개인차 변

이고 헌신적이며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애

인으로서 입시와 성적 위주의 제한된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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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학생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들을 최초의 환경인 부모-자녀 관계에서부터 학

신영희 (2005). 중학교 과학․수학 영재학생과 일반

구적 실패내성을 증진시켜 건설적인 대처를 하게

학생의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유형과 실패내성

끔 부모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부모교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

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여자대학교.

있는 학구적 실패내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

오영희, 엄정애 (1997). 부모와 자녀. 서울: 동현출
판사.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희숙 (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학업적
실패내성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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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Failure-Tolerance
Kim, Jong-Un

Kim, Yu-Jin
Dong-A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cademic failure-tolerance. That is why som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s of major
family variables has an effect on children's attitude in failure-situation. The participants were 400 students(207
male and 193 female) in third to sixth grade from 2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Busan. And the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regraded third and forth grade as middle grade and fifth and sixth
grade high grade to study academic failure-tolerance's difference by grade.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rist,
there were sex differences; boys' academic failure-tolerance was higher than girls' and girls' behavior level was
higher than boys'. Second, there weren't grade differences. Thir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failure-tolerance. In other words, parenting
attitude oriented affection, elf-regulation, achievement, and rationality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level of academic failure-tolerance. Fourth, as the results of MANOV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to academic failure-tolerance, achievement oriented parenting attitudes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level of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while
affection oriented parenting attitudes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level of feeling and
behavior. But rationality oriented parenting attitudes weren't explain academic failure-tolerance. These findings
provide parents, counselor, teacher, and school social workers with useful insight as to how they take care of
and counsel their children for tolerance's elevation in academic failure situation by showing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s major family variable on academic failure-tolerance.
Key words :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failure-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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