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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분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간의 관계를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강원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의 2학
년 학생 307명이었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 자율, 합리, 그리
고 성취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
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
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이의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분화에 의해 매개되는 효과를 보였
다. 높은 정서인지 분화와 낮은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 가족퇴행 수준이 반영된 청
소년의 자기분화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모든 연구결과
가 청소년 발달의 최적조건으로서의 부모의 자녀양육에 시사하는 바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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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받으며, 교육당국을 비
롯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녀의 학습계획부터 실행 및
평가까지 배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조선일보, 2011. 11. 08일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1980년대 중반 처음 소개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석․박사학위논
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5.31/
2.9 교육개혁 선언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에 이르렀
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간 양성’이 학교교육과정의 핵심개념
으로 등장할 정도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학교교육 영역의 관심이 본격화되었다(진영
은․이진욱, 200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
로 강조되고 있으며(박영태․현정숙, 2002), 지식이 기반되는 개방적 학습사회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빠르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진영
은․이진욱, 2007).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청소년들
은 타문화권의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주도보다는 부모주도의 학습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학습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핵
심이지만, 한국에서의 청소년들의 학습은 타인주도학습, 특히 엄마주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함양은 한국 청소년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었고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할 당사자인 청소년 학습자에 대한 이해
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배영주(2003)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주도적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 없는 자기주도학습은 과거 교사주도학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타인 특히 부모로부터 심리적으
로 독립하였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관련
하여 Bowen(1993)은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를 강조하였다. 자기분화는 정신내적 차원과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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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차원의 다차원적 구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내적 차원의 분화는 지적 기능과 정
서적 기능의 분화를 반영하고, 대인관계적 차원의 분화는 자신과 타인의 분화를 의미한다(Kerr
& Bowen, 1988).

이와 같은 자기분화의 개념적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에게 있어 자기분화는
아동기에 형성된 가정과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가정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의 분화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그러한 자기분화의 대표적인
행동적 지표라고 할 때, 자기분화는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
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mediate variable)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기분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거나, 반대로 자기
분화가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권미애․김필숙․
박지현․김태현, 2005; 김갑숙․전영숙, 2009). 이러한 접근법들은 자기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전조변인들과 결과변인들을 탐색하는 의의가 있었지만, 자기분화가 그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특성변인이라는 점은 간과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분화를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매
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모두 청소년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한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히 부모의 양육태도
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분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밝혔으며(김광웅․김순재, 1996; 김미경,
2010; 김순재, 1996; 김인아․오오현, 2004; 김진영, 2012; 문희선, 1995; 유혜경, 2004; 이은주,
2001; 정미선, 2008),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도 관련성을 보였다(김지자․김인아․안현미,
2000; 박지현․서상완․정지희․이사사․장성화, 2010).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분화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관련시켜 그 관계를 탐색한 경험적 연구
를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기분화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을 뿐(강은숙․박정희, 2005; 문은미․최명선, 2008; 최연우, 2010),
구체적으로 자기분화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주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자기분화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타자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적, 관계적 독립수
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습행동지표에 해당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조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험
적 관계가 아닌 논리적 관계로 추론하더라도 자기분화수준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도 관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자기분화
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에도 모종의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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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 추론이고, 본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자기분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추가적으로 고려
해 볼 때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매개변인으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제한적이었다.
가정환경은 크게 구조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성된다(윤우석, 2011; 정성경․남상인․손
광민, 2010). 구조적 환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가족 형태, 가정의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되며, 심리적 환경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양육스트레스 등 부모와 자
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경미․안선희, 2010).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변인 중 심리적 환경 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한 것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구
조적 결손의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성택(2005)의 연구에서도 가정
의 심리적 환경을 통제하였을 때 구조적 환경은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구조적 환경에 비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발달을 결정하는 더 중요
한 환경변인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정환경 중 심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 비해 가지는 교육 및 정책적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Jaffee,
Moffitt, Caspi, & Taylor, 2003). 사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서의 문제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개
입수단도 찾기 어렵고 개입효과도 적다. 예컨대, 최근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구조적 변화와 사
회경제적 지위 등은 교육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해당한다.
반면,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부모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 교육적 개입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자연히 연구자들은 가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주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가져 왔다(Chao, 2001; Jaffee, Moffitt, Caspi, & Taylor, 2003).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유리한 부모
의 양육태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부모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와 모의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그것이 청소년의 자
기분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
에서 자녀의 양육은 부와 모가 공평히 분담하는 과업이기 보다는 주로 모에게 전담되는 특징이
있다(최순자, 2002).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는 합쳐서 고려되기 보다는 부와 모로 구분
하여 양육태도의 효과를 살피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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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모형
연구문제
지금까지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분화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둘째,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기분화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어떻
게 매개하는가?
가설모형
선행연구에 기초하고 앞의 연구문제들을 종합하여 도표로 제시한 가설적 구조모형이 [그림 1]
에 제시되었다.
[그림 1]의 가설적 모형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이외에도 아버지 양육태
도와 어머니 양육태도 간의 상호관계가 가정되었고, 이 두 독립변인들과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직접 관계가 가정되었다. 그 이유는 최적 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변인들간의 모든
가능한 관계를 가정하는 포화 모형(saturated model)에서 출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유지하면서 모
형의 간명성(parsimony)을 추구하는 방식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이기 때문이다(임성택, 2008).
2)

[그림 1]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결정요인의 가설모형
주: ‘+’는 정적관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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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지역 두 개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11개 중학교 2학년생을 학급단위(한 학교당
한 학급)로 임의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지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30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76부를 제외한 23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학생이 107명이었고, 여학생은 124명이었
다. 학생들의 성적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표집시 학생들의 성적분포가 다양하도록 표집하였다. 즉,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지역별(구도심과
신도심)로 학교간 성적이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같은 도시 내에서 다양한 지역에 걸쳐
학급단위로 표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이므로 부와 모가 모두 함
께 생활하는 학생들만을 선별적으로 표집하였다.
2.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부
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애정지향, 자율
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긍정,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켜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
척도의 문항은 5단계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합리적 태도, 성취지향적 태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태
도의 영향력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각 하위요인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요인이 .72, 자율요인이 .63, 성취요인이 .67, 합리요인이 .73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요인이 .73, 자율요인이 .53, 성취요인이 .58, 합리요인이 .74였다.
1)

자기분화 척도
청소년의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제석봉(1989)이 개발
한 자기분화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를 사용하였다. 자기분화척도는 36문항 5가지의 하위요
인인 정서-인지 분화,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2)

- 74 -

임성택․이영민․어성민 /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하위요인 중 정서-인지분화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은 자기분화의 부정적 요인들이다. 정서-인지 분화는 정서적 체제와 지적체제가 잘 분화 정
도를 의미하는 반면, 자아통합은 진아(眞我)와 가아(假我)가 잘 분화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가족투사과정은 부모가 갈등이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단절은 원가
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애착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가족퇴행은 가족구성원간의 개체성이 미분화
된 상태를 의미한다. 5개 하위 요인중 정서-인지분화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자아통합, 가
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자기분화의 부정적 요인들로서 역산 처리함으로써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분화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 척도 각 하위요인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정서인지
분화’요인이 .75, ‘자아통합’요인이 .59, ‘가족투사과정’요인이 .84, ‘정서적 단절’요인이 .82, ‘가족
퇴행’요인이 .84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석재와 장유경(2003)이 개발한 중․고등학
생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척도는 45문항 3개의 상위
요인-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상위요인은 다시 8개의 하위요
인-학습욕구진단,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전략의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성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상위
요인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학
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각 상위요인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학습
계획이 .91, 학습실행이 .79, 학습평가가 .81이었다.
3)

3. 자료처리방법 및 절차
그림 1]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결정요인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을 검증
하기 위하여, Lisrel 8.30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로 상관계수 행렬이
사용되었으며, 모수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되었다. 가설적 구조방정
식 모형의 측정변수는 총 16개로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양육태도’에 4개, ‘어머니 양육태도’에 4
개가 할당되었고, 이 연구의 매개변수인 ‘자기분화’에 5개,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는 3개의 측정변수가 할당되었다. 복수의 측정변수가 할당된 잠재변수의 경우 특정의 한
개 측정변수에 1을 부여하여 추정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선행연구에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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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축한 변수들간의 가설적 인과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
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사용된 적합도 지수로는 카이스퀘어(χ ),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
(RMSEA), 기초적합지수(GFI), 비표준적합지수(NNFI), 비교적합지수(CFI) 였다.
가설적 인과모델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여 그 값
이 4 이상인 교정지수를 가진 경로(path)를 추가하는 식으로 모형 수정을 시도하여 모델의 간명
성(parsimony)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합 모형을 탐색하였다. 적합한 모형을 확정한
후에는 적합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고정지수(t<±2)를 가진 경로
를 제거하는 식으로 모형의 간명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적합하면서도 이
론적으로 간명한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최종 모형이 확정되면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직접효과와 간접효
과)을 검증하게 된다. 그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표 1> 측정변인 간 적률상관계수
1

1.000

2

.332** 1.000

3

.662**

.251** 1.000

4

.581**

.451**

.491** 1.000

5

.600**

.200**

.460**

.407** 1.000

6

.235**

.557**

.237**

.361**

.364** 1.000

7

.481**

.200**

.700**

.343**

.653**

.325** 1.000

8

.407**

.202**

.365**

.627**

.607**

.508**

.428** 1.000

9

.269**

.212**

.093

.263**

.346**

.245**

.120

10

.034

.062

.035

.021

.076

-.022

.074

.290

**

12

.343

**

13

.502**

.315**

14

.306**

15
16

11

.306

**

.251

**

.162

*

.239

**

**

.266

**

**

.368

**

**

.446

**

.329** 1.000
-.095

.177

**
**

-.081

.364

**

.440

**

.412

.016

.342

**

-.011

1.000
.440** 1.000

.348

.478

.330

.280

.433**

.510**

.549**

.358**

.426**

.495**

.366**

.065

.413**

.481** 1.000

.233**

.331**

.183**

.339**

.278**

.351**

.185**

.065

.219**

.177**

.196**

.246** 1.000

.255**

.267**

.304**

.282**

.339**

.378**

.313**

.283**

.232**

.112

.289**

.240**

.284**

.284** 1.000

.308**

.183**

.285**

.233**

.329**

.306**

.304**

.237**

.149*

.172**

.203**

.172**

.231**

.2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M

35.55

32.95

35.33

34.42

37.58

32.00

35.52

34.12

23.05

19.05

20.71

21.63

40.80

60.46

47.31

32.59

SD

5.85

4.92

5.10

6.29

5.50

4.63

4.78

6.25

4.67

3.22

5.26

5.29

7.03

13.53

7.97

6.39

.773** 1.000

부 애정, 2=부_자율, 3=부_성취, 4=부_합리, 5=모_애정, 6=모_자율, 7=모_성취, 8=모_합리, 9=정서인지분화,
자아통합, 11=가족투사과정, 12=정서적 단절, 13=가족퇴행, 14=학습계획, 15=학습실행, 16=학습평가

1= _
10=
*

1.000

**

p<.05, **p<.01

- 76 -

임성택․이영민․어성민 /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분석의 원자료로 투입된 각 변인 간 적률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
었다.
1. 가설모형의 적합도 분석
그림 2]처럼 제시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

[그림 2]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결정모형의 가설적 경로모형
주1: 숫자는 완전 표준화 해법상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미설명 잔차변
량(1-R2)에 해당함.
주2: n.s.는 회귀계수가 의의 없다는(nonsignificant)것을 의미하며, *는 회귀계수가 의의 있음을 의미함.
주3: x1=부_애정, x2=부_자율, x3=부_합리, x4=부_성취, x5=모_애정, x6=모_자율, x7=모_합리,
x8=모_성취, m1=정서인지 분화, m2=자아통합, m3=가족투사과정, m4=정서적 단절, m5=가족
퇴행, y1=학습계획, y2=학습실행, y3=학습평가임.
주4: 잠재변수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는 각각 x1과 x5에 1.0을, 자기분화는 m1에 1.0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y1에 1.0을 고정지수로 적용함.
적합도지수명
적합도 지수
적합도 기준
적합도 판정결과

<표 2> 가설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χ (df)/의의도
RMSEA
GFI
2

478.07(98)/p<.001

.130

p>.05

<.08

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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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90
부적합

NNFI

CFI

.740

.787

≥.90
부적합

≥.90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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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 5가지 적합도 지수 카이스퀘어(χ ),
RMSEA, GFI, NNFI, CFI 값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2. 모형의 수정
전반적으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적 모형에서
지정하지 않았던 측정변인 간 그리고 이들의 오차들 간 경로들의 교정지수를 확인하여 그 값이
4 이상인 교정지수를 가진 경로(path)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x1(부_애정)의 오차와 x5(모_애정)의
오차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가 19.50으로 나타났으며, x2(부_자율)의 오차와 x2(부_자율)의 오
차와 x6(모_자율)의 오차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가 61.62로 나타났으며, x3(부_합리)의 오차와
x7(모_합리)의 오차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가 56.36으로 나타났으며, x4(부_성취)의 오차와 x8
(모_성취)의 오차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가 82.63으로 나타났으며, x6(모_자율)의 오차와 x8(모
_성취)의 오차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가 23.34로 나타나 이 경로를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었
다. 이와는 반대로 매개변인인 자기분화를 구성하는 하위측정변수 중 자아통합 요인의 오차변량

[그림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결정요인의 수정 경로모형
주1: 숫자는 완전 표준화 해법상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미설명 잔차
변량(1-R2)에 해당함.
주2: *는 회귀계수가 의의 있음을 의미함.
주3: x1=부_애정, x2=부_자율, x3=부_합리, x4=부_성취, x5=모_애정, x6=모_자율, x7=모_합리,
x8=모_성취, m1=정서인지 분화, m3=가족투사과정, m4=정서적 단절, m5=가족퇴행, y1=학
습계획, y2=학습실행, y3=학습평가 임.
주4: 잠재변수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는 각각 x1과 x5에 1.0을, 자기분화는 m1에 1.0
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y1에 1.0을 고정지수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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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통합 요인이 자기분화라는 잠재변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되었던 잠재변인들간의
경로 중 ‘아버지 양육태도→자기분화’, ‘아버지 양육태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어머니 양육태
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분화→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네 경로들의 고정지수(t)가 각각
.92, .99, 1.96, -.45로 모두 절대 값 2보다 작아서 통계적 의의도가 없었다. 이에 연구자가 다양한
수정모형을 적용해 본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어머니 양육태도→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의 두 경로를 해제하였을 때 간명성과 적합도가 확보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수
정사항들이 반영된 최종 수정모형이 [그림 3]에 제시되었다.
적합도지수명
적합도 지수
적합도 기준
적합도 판정결과

<표 3> 가설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χ (df)/의의도
RMSEA
GFI
2

185.86(81)/p<.001

.07

p>.05

<.08

부적합

.90

≥.90
적합

적합

NNFI

CFI

.92

.94

≥.90
적합

≥.90
적합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카이스퀘어(χ ) 지수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수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록 카이스퀘어(χ ) 지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본 연구의 표본수가 비교적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이스퀘어(χ ) 값 지수는 모형
이 제대로 되고, 모형검증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도 큰 표본 집단에 적용시켰을 경우 통계적
의의도를 가지며, 특히 간명한 모형일수록 카이스퀘어(χ ) 값의 의의도는 민감하게 반응한다(이
순묵, 1990). 모형의 적합도를 가리키는 다섯 가지 지수들 중 대부분이 수정된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수정모형을 확정모형으로 하였다.
2

2

2

2

3. 수정 모형의 변인간 인과 관련성 검증
수정모형에서 제시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설명효과와의 관계, 매개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설명효과와의 관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전체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확정된 모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와 가설별로 주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은 부정되었다. 아버
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경로계수는 각각 .15(t=1.00, p>.05)와
.42(t=1.96, p>.05)로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통계적 의의도가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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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정 모형에서의 내생변인에 대한 외생변인의 효과
전체
경로유형
경로
효과
1. 아버지의 양육태도→자기분화
.30
독립변인
→ 매개변인
2. 어머니의 양육태도→자기분화
.65
매개변인
자기분화→자기주도적 학습능력
.44
→ 종속변인
1. 아버지의 양육태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3
독립변인
→ 종속변인
2. 어머니의 양육태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
.29
주: - 는 수정모형에서 ‘해당 없음’을 의미함.

간접
효과

*

-

*

-

*

-

*

.13*

*

.29*

전체
설명량
77%

20%

-

*

p<.05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
이다.
둘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분화에 의의 있는 관련성을 가
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자기분화에 대하여 아버지 양육태도의 경로계수는 .33(t=3.05,
p<.05), 어머니 양육태도는 .60(t=5.29, p<.05)으로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결
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자율, 합리, 성취 지향적일수록 자녀의 자기분화가 더 잘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관련성의 크기는 아버지 양육태도보다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셋째, 자기분화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의의 있는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자기분화의 경로계수는 .44(t=4.86, p<.05)로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는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 모두 청소년의 자기분화에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관련성을 보였지만, 아버지 양육태도보다 어머니 양육태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분화에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지
만,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전담하고 있는 양육 불균형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분화가 잘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를 매개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아버지 양육태도는 자기분화를 매개로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에 정적인 관련성(γ=.13, p<.05)을 보였으며, 어머니 양육태도 역시 자기분화를 매개로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정적인 관련성(γ=.29, p<.05)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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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능력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자기분화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간접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
정, 자율, 합리, 성취 지향적일수록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이러한 둘 간의 관계가 간접적으
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인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자기분화
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분화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할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가설적 제안모형에서 아버지 및 어머
니의 양육태도는 독립변인으로, 자기분화는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은 종속변인으로 투입되었고, 이 잠재변인(latent variable)들 간의 모든 가능한 관계를 가정하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 적용되었다.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어,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잠재변인 아버지 양육태도의 측정변인오
차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측정변인 오차 중 동일한 하위요인 간 경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측정변인의 오차 중 자율과 성취 오차간의 경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
었다. 이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의 양육
태도 중 동일한 하위요인 간 오차항이 서로 관련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다른 대상이지만
양육태도의 내용은 유사하다는 청소년 자녀의 지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 양육태도의 측정오차 중 자율요인과 어머니 양육태도의 측정오차 중 성취요인이
부적으로 관련되었는데(r=-.15) 이는 아버지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 비성취지향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변인으로 선정된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태도는 종속변인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의의
있는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여 수정모형에서 이에 해당하는 두 경로들(아버지양육태도→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어머니 양육태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해제하였다. 결국 모형의 적합성과 간
명성을 모두 고려한 수정모형은 완전 매개모형으로서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태도가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가졌다. 이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자기분화와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변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같은 행동적 지표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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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투입(환경)-산출(행동)이라는 단순 선형적 관계보다는 환경에 대한 청소
년의 지각과 같은 심리적 특성 요인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Bandura, 1986). 본 연구
에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기분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간접
적인 정적 효과(아버지 양육태도; γ=.13, 어머니 양육태도; γ=.29)를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이 부
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으로 선정된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태도는 모두 자기분
화에 의의 있는 정적 관련성을 보인 선행연구결과(유영달․이은지, 2010)를 지지하였으며, 이 두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77%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가 애
정, 자율, 합리, 성취 지향적일수록 청소년의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화라는 것이 적절한 애착과 연결감, 친밀감이 있을 때 더 잘 이루어진다는 Bowen(1993)의 이론
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를 보였다. 자
기분화는 아버지 양육태도(γ=.30)보다는 어머니 양육태도(γ=.65)에 더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
다. 이는 양육의 주체인 부모 중 모가 객체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남상철․유영달, 2007)를 지지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 가정에서 양육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분화가 잘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종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 중심의 자녀양육 바심에
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및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자기분화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적 관련성
을 보였으며(β=.44, p<.05),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의 20%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일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수가 자기분화 한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작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타인(가족)으로
부터 자기가 분리되어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주도적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환경에 종속되거나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구속되거
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자기주도적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그동안 한국교육의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학습의 기술이나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개인으로서 온전히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주도의 학습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청
소년들로 하여금 의존적인 성향을 강화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고, 이는 한국교육의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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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병폐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분화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
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
습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나 가정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끊임없는 의도적, 전략적 그리고 자율적인 자기의지 통제능력과 관련
학습자의 동기적 자기학습 과정을 의미한다(주호수, 2003). 따라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학습자
가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분리된 인간으로 성장하여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개체로 발달할 필요
성이 있을 것이다(Kerr & Bowen, 1988). 집단 안에서 개체가 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은 자기 스
스로를 통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
제로 많은 경우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학습태도에서 문제가 발견
되며, 특히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내적인 욕구, 만족, 자신감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의 학습태도의 문제는 성취의지, 목표지향, 기대가치, 자기효능감,
통제인식, 의지통제 등 자기주도적 학습동기와 관련된다고 보았다(Schunk, 2001; Zimmerman,
2000). 국내 선행연구(황미진․신유순․김병수, 2009)에서도 자기분화가 자기효능감과 정적관련성
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동기가 생기기 위해선 자기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추론
이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자기분화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변인군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
기분화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는 점과 표집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측
정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지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다
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일반 청소년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
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가 더 신뢰롭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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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of parenting attitudes to adolesc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self-differentiation as a mediator

Lim, Sung-taek

Lee, Young-min

Eo, Sung-m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reports of
their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attitudes, thei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self-directed
learning(SDL) in a sample of South Korean eighth graders (N = 307).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and fathers’s parenting attitudes that reflected higher levels of leniency,
autonomy, rationality, and achievement-oriented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adolescents’
differentiation of self, but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ir self-directed learning, however, there were
indirect effects;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selfdirected learning were mediated by their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dolescents’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that reflected higher levels of differentiation between the emotional and intellectual systems and
lower levels of fusion with others, emotional cutoff, family projection process and 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their self-directed learning.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hild rearing practice for optim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self-differentiation, self-directed learning, parenting attitude

투고일자: 2012. 01. 20 / 심사일자: 2012. 02. 10 / 최종 게재확정일자: 2012. 03. 20
- 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