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담 학 연 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2012, Vol. 13, No. 3, 1233 1252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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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아버지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그것의 성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는 두 변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 수행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아버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남학생 집단만 유의하여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남녀 집단 모두
에서 유의하였다. 결국,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의사소통을 매개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상담에 대한 시사점, 한계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아버지의 역할수행,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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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부
모와의 관계에서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
득, 정서상태 등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며
(Bandura, 2001), 이는 이후의 삶에 대한 태도에 긍
정적 작용을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자녀 관
계 요인들(예: 애착, 양육스타일)은 청소년들의 행
복과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상당수는 어
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버지
의 역할에는 적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
로 어머니들이 주양육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해왔
고, 아버지들은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이 성장발달
에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정화된 남성역할과 여성역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고, 아버지들이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김
광웅, 박성연, 1995; 박진희, 황지연, 정채은, 이예
은, 유미숙, 2011; Lamb, 1986). 일부연구들은 아버
지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 영아가 긍정적이고 열
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어머니들의 보고에 기초
하여 영아가 아버지에게도 애착을 형성한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옥정, 2012; 이영환, 1992). 이런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을 제
기한다.
본 연구는 성역할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버지들
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버지 역
할수행이 청소년 자녀의 성장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아버지의 양육
역할수행이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

련이 있고, 어떻게 해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효과
를 갖는지 그 매개변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아버지들의 역할 수행이 어떤 과정
을 거쳐서 청소년 자녀들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 후
구체적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이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자기효능감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더욱 독립하여 환경에 대한 탐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이주영, 최희철,
2012; Bowlby, 1973)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자신
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기효능
감은 청소년들의 학업능력,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Bandura, 1997).
사회학습이론(Bandura, 1989), 성공적 자녀 교육의
사례, 일탈행동 학생들에 대한 상담사례 등은 가
정에서 부모가 역할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
한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
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라는 4가지의 정
보원을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정보원들
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이 경
험되며,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경험한 사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통합되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녀교육에 성공한 부모들도 자신
들이 자녀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한 것이 성
장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일탈행동 학생들
의 상담사례에서는 부모의 무관심과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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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가 청소년들이 일탈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먼저 부모의 양육이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후 아버지의 양육 역
할수행이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andura(1997)는 부모가 자녀들이 성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경우 자녀
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 상호
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탐색의 자유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부모가 자
녀로 하여금 효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해줄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언어
적, 인지적 발달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았
다. 많은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독립적인 환
경에 대한 탐색활동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인정하
고,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애정적인 긍정적인 양
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이 높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수용
적,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노호은, 박경자,
2001; 문혁준, 1999; 정옥분, 김경미, 2003; 최윤화,
2003; 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최근에 김명
옥(2012)은 탐색활동을 할 때 부모로부터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
들의 아버지에 대한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자녀에
관한 영향을 살핀 연구들은(김진, 이신숙, 신효식,

손미리, 류점숙, 신효식, 1997; Corey, 1998;
Hofferth, 2003; Morman & Floyd, 2006)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향상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 수록 청소년 자녀
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노호
은, 박경자, 2001; 문혁준, 1999; 이은희, 2006). 부
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
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과 아버
지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역할을 수행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박현정과 이경님(2005)은 어머니의 권위통제
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남아의 자기효능감이 높
으며, 애정적,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아의 동성부모 모방이론(Bandura, 1986)에 의하
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남아보다 동성인 여아
에게 모방효과가 직접적으로 더 컸다. 자기효능감
이 전체적으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
는 연구들이 있지만(문혁준, 1999; 우희정, 1993;
홍연란, 2009),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
들도 있다(권순명, 1993; 노호은, 박경자, 2001;
Nottelmann, 1987).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에 성
별차이가 일정하지 않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형
성과정의 성별차이를 계속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성별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종속변인에 대한 성별
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녀를 분리하여 적
합한 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5;

- 1235 -

상담학연구

아버지의 역할수행,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녀 발달특성을 이
해하고 효과적인 대화기술을 구사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관계향상에 필수적이
다(송정아, 윤명선, 1997).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의 응집성
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역기능적 의사
소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긍정적 역할수행을 하여 청소년에게 긍정적 의사
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
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박
재희, 1997; 홍경자, 1998).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역할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이 긍정적으로 지각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박재희, 1997; 2000; 홍경자,
1998) 아버지의 긍정적 역할수행은 청소년 자녀가
자신들의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의 긍정적 역할수행은 다음과 같이 의사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아버지는 개방적 의사소통
에 기초하여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자녀
가 어려운 과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언어적 설득을
하고, 자녀의 신체 상태에 대한 잘못 된 지각을
바로 잡아주며,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선행연구들
은(선명숙, 2011; Shin & Jang, 2001) 경험적 연구
를 통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친근하고 수용

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하는 경우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오윤자(2004)의 연구결과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가 부모의 의사소통을 개방적
인 것으로 지각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아 질 수 있
음을 제안하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
서도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성별 원리가 작용하여 부자간이나
모녀간에 대화통로가 발달되어 있다(Laursen &
Collins, 2004). 예를 들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
소년보다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국길숙, 이미숙, 2003)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수행,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다
른 변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
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지자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 태도,
기대에 관한 지각을 뜻한다(최희철, 2010; Pierce,
Sarason, Sarason, Joseph, & Henderson, 1996; Tolsdorf,

사회적 지지는 이전의 중요한 타인과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형성된다. Sarason과 그의
동료들(Pierce et al., 1996; Sarason, Pierce & Sarason,
1990)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도식이 아동기 양육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들
은 아동이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때 부모가 지지
를 제공하고, 아동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적절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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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응하는,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역할을 반
복적으로 경험했을 경우 아동은 타인이 자기에게
지지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다고 하였다. Vaux, Burda와 Stewart(1986)도 개
인이 사회적 지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와 과거에 사회적 지지 집단이 지나치게 요
구가 많고, 비효율적이고, 처벌적인 것으로 경험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은
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이정미, 2007).
한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행동
을 수행할 때 중요한 타인이 도움을 주어서 문
제를 해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으
로써 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특히
Bandura(1997)가 사회적 설득이 자기효능감 형성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제안한 것처럼 사회적 지지에
서 중요한 한 측면인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 자녀
가 실패의 경험을 할 때 위로를 제공하고 과거의
성공경험 등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많
은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효
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희정(1993)은 부모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다른 연구자들도 사
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종합하면, 선행이론과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고, 이는 다시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
로 기대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박진아, 2000)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 중 정서적 지지에서 남녀 성차
가 나타났다. 이영자(1995)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지지에 의해서 여학생의 자
아존중감은 정서적 지지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성별이 사회
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사
이의 관계 강도가 달라지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
향이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를 통한 매개효과가
부분매개 되는지, 완전매개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길
러 주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어떤 과
정을 매개하여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
기효능감이 낮은 자녀를 둔 아버지 상담을 위한
개입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이론과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완전
또는 부분매개된다는 구조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가? 둘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기효
능감의 관계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완전 또는 부분매개된다는 구조모형은 성별에 관
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가? 부분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은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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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분매개모형

그림 2. 완전매개모형

연구방법

으로 분석에 활용된 수는 2011년 현재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549명(남학생 237명, 여학생 312명)
이었다.

연구 대상

이 연구를 위해서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ㆍ여 학생 600명
을 임의표집하였다. 서울 소재 남녀공학, 남자고
등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임의표집하여 총 5개 학
교를 선정하고,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
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위해 총 600부의 질문지가 사용되었으
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기재누락이 많은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 하고 549부가 사용되었다. 최종적

측정 도구

아버지의 역할수행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999)
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척도는 부모의 양육행
동 중에서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에 대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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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자기효능감 척도
있으며, (1) ‘전혀 아니다’에서 (4) ‘매우 그렇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아
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감독, 합리적 결정, 애 영과 박인영(2001)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정의 ɑ계수는 각각 .82, .86, .88이었다.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의사소통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를 민혜영(1990)이 타당화한 ‘부모-자녀 의사 척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24문항
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 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
며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2개의 제난이도의 ɑ계수는 각각 .81, .85, .81이었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응답하는 방식이며, 1에서 4 자료분석
까지(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이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
본 연구의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
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거나, 역기능 고, 선행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된 부분매개모형과
적임을 의미한다.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 완전매개모형 중 어떤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사소통의 ɑ계수는 각각 .90, .74이었다.
알아보기 위하여 AMOS 7.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
정식 분석 절차는 2단계 접근(Anderson & Gerbing,
사회적 지지
1988)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구성개념들이 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먼저 실
개발한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 보완한 ‘사회 시하고, 다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적 지지형태의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하였다. 모수치 추정은
지지 척도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
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공감적 지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청 등 7개 문항이며, 정보적 지지는 충고, 조언 Sobel 검증을 하였다(Baron & Kenny, 1986). 본 연
과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에 관한 6개 문항으 구의 구조모형이 남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 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하였다. 다집
정,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단분석은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델과
6개 문항이며,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주거나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쟁모델 간의 차이를 X²차
돈, 물건,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등 6개 문항으 이 검증으로 비교한다. 다집단분석을 위해 동일화
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특정 경로계수가
에 대해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않다’(1점)로 측정한다.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ɑ계수는 각각 .92, 였다.
.91, .92, .90이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값, Tucker Lewis Index(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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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Fit Index(CF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는 첫째,  값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고, 둘째, TLI와 CFI는 .95 이상이며(Hu
& Bentler, 1999), 셋째, SRMR 값은 .08 미만일 경
우 좋은 모형으로 평가되며, 넷째, RMSEA 값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
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으로 평가된다(Hu &
Bentler, 1999).  검증은 사례 수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례수가 큰 집단의 경
우  값보다 나머지 지수들에 근거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사례는 549명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TLI, CFI, SRMR, RMSEA를 모
형평가를 위한 적합도로 채택하였다.

기술통계

Approximation(RMSEA)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
계,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모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
(ML)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수 추정 방법이 표본
의 정상성에 민감하다.
표 1에 제시된 왜도와 첨도를 보면 왜도가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가 8을 초과하지 않아 측정치
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Kline, 2005).







표 1. 전체 집단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감독(a)
아버지
아버지 합리적 설명(b)
역할
수행
아버지 애정(c)
의사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d)
소통 아버지 역기능적 의사소통(e)
정서적 지지(f)
평가적 지지(g)
사회적
지지
정보적 지지(h)
물질적 지지(i)
자신감(j)
자기
자기조절 효능감(k)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l)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p < .05,

**

p < .01,

a

b

c

d

e

f

g

h

I

j

k

l

1
.555***

1

***

.693***

***

***

.764***

***

***

-.474***

***

***

-.324***

***

***

.832***

***

***

.791***

***

***

.776***

***

***

.181***

***

***

.182***

**

***

.568
.588

***

-.230

***

.296

***

.338

***

.287

***

.256

**

.126

***

.285

*

.673

-.314

***

.368

***

.375

***

.355

***

.341

*

.109

***

.257

*

1

-.407
.476

***

.493

***

.453

***

.427

***

.155

***

.303

*

1

.411
.418

***

.408

***

.374

**

.137

***

.274

1

-.292
-.271

***

-.268

***

-.224

***

-.168

**

1

.811
.741

***

.191

***

.402

.786
.213

***

.459

.145
.386

.406

1
1

.106

.112

-.073

.096

.149

.089

.120

.292

.428***

1

2.57

2.66

2.86

2.56

2.30

3.92

3.78

3.90

3.82

2.91

3.37

2.88

.68

.69

.65

.61

.45

.76

.76

.76

.77

.73

.53

.75

-.05

-.21

-.38

.02

.15

-.54

-.24

-.45

-.41

.14

.15

-.07

.01

.03

.36

.10

.34

.27

-.08

.16

.33

-.12

.6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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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89

p < .001.

***

1

.102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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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측정모형 검증에는 아버지 역할수행을
측정하는 3개의 측정변인(감독, 합리적 설명, 애
정),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2개의 하위요인(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를 측
정하는 4개의 하위요인(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는 3개의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이 각각 사용되었다. 측정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측
정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
= 152.701, p < .05),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
하는 TLI, CFI, RMSEA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LI = .962, CFI = .972, SRMR = .052, RMSEA =

으로 측정모형이 적합하였다. 이는 자료가 잠
재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063

구조 모형 검증
아버지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
지와 의사소통이 아버지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모형과 완전매개하는 모
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자료에 일치하면서 간명한 최적의 모형
을 확인하였다. 표 3에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증이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
가 있어, TLI, CFI, SRMR, RMSEA로 적합도를 평
가하였다. TLI와 CFI는 .95보다 크고, SRMR은 .08
보다 작고, RMSEA는 .08보다 작아 두 모형 모두
자료에 적합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
여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 2.336, p > .05). 더불어 완
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가 조금 더 높고,
RMSEA가 조금 더 낮은 결과를 통해 완전매개모
형이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완전매개모형(그림 3)에 대한 검증 결과, 첫째,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았고
( = .899, p < .001),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
.552, p < .001). 둘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았다( = .460, p < .001), 셋째, 의
사소통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측정모형



df

TLI

CFI

SRMR

RMSEA

152.701

48

.962

.972

.052

.063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df

TLI

CFI

SRMR

RMSEA

153.925

49

.962

.972

.051

.063

156.261

50

.963

.972

.052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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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완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요인부하량 결과

주. *p < .05, ***p < .001.

아버지 역할수행은 의사소통의 변
량의 80.8%를, 사회적 지지의 변량의 30.5%를 설
명하였다. 의사소통과 아버지 역할수행,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의 변량의 27.2%를 설명하였다.
.107, p < .05).

적합도와 경로계수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서 각
집단 간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동일하게 측정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요인 부
하량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
였다. 그 결과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108, N


매개효과 검증

최종적으로 채택된 완전매개모형을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obel 검증을 한 결과 아버지
역할수행이 의사소통을 매개한 자기효능감에 대
한 간접효과( = .096, p < .05)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매개한 자기효능
감에 대한 간접효과( = .254, p < .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 549) = 244.334, CFI = .964, TLI = .955, SRMR

남녀집단 간에 측정동일
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집단간에 모형의 경로계
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
동일성 모형 검증을 하였다. 최종모형의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둘째, 전체집단에서 타당하다고 검증된 그림 3
의 완전매개모형이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
연구변수 간 매개효과의 남녀 간 비교
을 하였다. 먼저 모든 경로계수(아버지 역할수행
→사회적지지, 아버지 역할수행→의사소통, 사회
집단(남학생, 여학생)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의 적지지→자기효능감, 의사소통→자기효능감)에 동
= .069; RMSEA =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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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하나의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 사이에 적합도 지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모형비교 시에  차이검증
을 사용하나  차이 또한  분포를 이루기 때
문에 사례수에 의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CFI, TLI, RMSEA를 비교하여 모형의 차이
를 검증하게 된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개개 경
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 사이의 적합도 차이를 보

면,

모두에서 .001에서
.002사이의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각
각의 경로계수의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완
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가 성별에 의하여 조절되
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
감 사이의 경로의 경우 남자 집단과 여자집단 사
이의 계수 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
자 집단에서는 그 경로계수가 유의하였고, 여자







TLI, CFI, SRMR, RMSEA

표 4. 성별의 집단간 등가 제약 모형과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한 모형들 적합도 지수

제약 모형
모든 경로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의사소통 ← 아버지 역할수행 제약모형
사회적 지지 ← 아버지 역할수행 제약모형
자기효능감 ← 의사소통 제약모형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제약모형



df

TLI

CFI

SRMR

RMSEA

244.334

108

.955

.964

.069

.048

253.027

109

.953

.962

.070

.049

246.289

109

.956

.963

.069

.048

246.638

109

.955

.963

.069

.048

244.787

109

.956

.964

.069

.048

그림 4. 최종 모형에 대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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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는 여학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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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집단에 따
라서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집단 분석을 적용한 구조모형의 남녀집단에
대한 경로계수 각각을 그림 4에서 제시하였다. 첫
째, 아버지 역할수행에서 아버지 의사소통으로 가
는 경로계수는 남학생이 .887(p < .001), 여학생이
.899(p < .001)로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였고, 경
로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아버
지의 역할수행이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계수는
남학생이 .613(p < .001), 여학생이 .521(p < .001)
로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였고, 경로계수의 차이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아버지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남학생이 .217(p
< .05), 여학생이 .066(p > .05)으로 남학생 집단만
유의하였고, 여학생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계
수는 남학생이 .491(p < .001), 여학생이 .387(p <
.001)로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였고, 경로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녀 집단의 간접효과가 의미있는
지를 Soble 검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의
사소통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 .192, p
< .05).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
소통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 .059, n.s.). 이 결과는 아버지 역할수행의 의사
소통을 통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녀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남학생( = .301, p < .001), 여학생( =
.202, p < .001) 모두의 경우에서 사회적 지지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대
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 역할수행이 의사소
통,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아버지 역할수행과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는 선행이론과 연구에 근거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구조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구조모형이
남·여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살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완전매
개 되는 모형이 지지되었고, 의사소통과 자기효능
감의 경로에서 남녀차이를 보임으로써 남녀 집단
간에 모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 더욱 구
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역할수행, 의사소통, 사회적 지
지,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부분매개모형
보다는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
계가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매개된다
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역할수
행이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관계 보다는 의사소
통이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다른 변인들에 의하
여 매개된다는 것을 보여준 기존 연구들(김경연,
1993; 도현심, 최미경, 1998)과 부분적으로 일치한
다. 비록 본 연구와 대상은 다르지만 어머니의 교
육수준이 높으면 양육행동과 관계없이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결과(김경연, 1993)와 일치한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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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다.
이것은 아버지가 긍정적 역할수행을 더 많이 했
다고 지각하는 청소년 자녀일수록 아버지와 대화
를 긍정적이라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이달석, 김재현, 1999). 또한 아버지
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민정(2007)과 장해순 등
(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버지
역할수행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직접효과도 정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긍정적인 역
할을 더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일수록 사
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한 아동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문영숙과 한진숙(2005)의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 모두
자기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학생
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들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의
사소통이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
고 주장해 온 선행연구(신향숙, 장윤옥, 2001; 이
정연, 이창숙, 2002; 장해순, 강태완, 2005; 홍연란,
2009; Bandura, 1977)를 지지하는 것이다. 고경애와
정민정(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가족의
의사소통 간의 관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기능적인 가족의 아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송은경, 2003) 하여 본 연
구와 대상은 다르나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에도 가족 환경변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ohner(1991)는 부모와
안정된 의사소통 관계를 가진 청소년은 자기효능

감이 높고 정서적으로도 평화롭고 적응력이 높은
반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청소년은 부
모를 배척하며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는다고 한다. 부모-자
녀 간의 의사소통이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
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하는 경우, 청
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Shin & Jang,
2001). 결국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청소년 모두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
한다.
한편, 사회심리적 환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
지가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된 결과와 일치한다(박헌일, 2000, 신향숙, 정윤옥,
2001; 신혜정, 서영석, 2006; Wenz-Gross, Siperstein,
& Untch, 1997).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
는 사랑, 관심, 이해, 도움 등 긍정적인 자원으로
청소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자원
이 됨으로써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예, 물질적 자원으로서의 부모의
경제력)고 지각한 청소년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예, 높은 영어성적) 도달하기 위하여 부모
의 경제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필요한 학교 밖에
서의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함으로써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함
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지지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왜
곡되지 않게 지각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 지를 살펴서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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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청소년
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
다. 이 결과는 홍연란(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
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있는 수용적 태도로 자
율성을 부과하고 과잉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아동
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
과는 아버지가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효능감이 낮게 평가될 경우
아버지에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학
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상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입하
여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지금
까지 부모훈련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왔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
개선 및 촉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도가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연구들(문영
숙, 한진숙, 2005; 유양, 박인숙, 문영숙, 2010; 이
은희, 2006)과 유사한 결과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
적 지지가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증진시킨
다는 Parker, Rubin, Price, 그리고 DeRosier(1995)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유아기 때 일
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
했던 아동은 학령기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훨씬
확장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서도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던 연구결과
(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와 유

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문제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하며, 적절하게 감독을 하는 등의 역할 수
행을 할 때, 지지적인 애정과 같은 사회적 지지로
지각되어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여섯째, 최종모형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
단의 비교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자기효능
감에 대한 효과에서만 남학생 집단만 유의하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경로들
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남학
생들의 경우에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더 원활할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관
련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양상은 부모 자녀간 상호
관계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의사
소통의 유형이 자녀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형성
하게 된다(권혜진 등, 2005)는 제안이 여학생의 집
단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편 선명숙(2011)은 아버지-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
소통이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 아버지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성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는 동성자
녀의 성역할 발달에 일차적 책임자이고 이성자녀
에게는 촉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소통이 아들
의 자기효능감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음
을 인식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욱 많이 하려
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여학생은 아버
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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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념하여 아버지들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으
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감
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는 부모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 의사소통과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등 두 변인간
의 관계만 주로 다루어 아버지 역할수행이 왜 자
기효능감 형성에 효과를 갖는지를 설명하기 어려
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역할수행이 사회적 지지로 지각됨으로써,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지각됨으로써 자기효능감에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이 자
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의사
소통의 매개효과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과 다른 독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전략을 세워 개인상담 및 상
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때 남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와 여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에 서로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구대
상들을 추적하여 조사하지 않아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의 자
기효능감 정도가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나타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 차이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의 역할수행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수행과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 자신이 지각하는 역할수행과 자녀가 지각
하는 아버지 역할수행을 비교 조사하고 그에 따
른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모형의 적합성과 남녀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연령별 다집단분석을 실시
할 경우에는 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초등학교시기에 자기효능감 형성에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 보다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
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
발달단계별 시기에 따라 연구의 모형이 다르게
나타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대상이 서울지역의 고등학생
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수도권이외의 다른 지역
의 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이 다른 지역
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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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Role Practice
and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Jeon, Hye-Kyung

Kim, Byeong-Seok

Dankook University

Kim, Jae-Chul

Chol, Hee-Cheol

Hannam University

Kwangju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mplete and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ole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and to identify how different the
mediating effects are by gender differ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of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ole practice and the self-efficacy tha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was more appropriate to the date. Secondly, the direct effects of father's role practice on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Thirdly,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fathers on the
self-efficacy were significnat only in the male student group. That is, male students had higher self-efficacy when
they communicate with their fathers smoothly, female students had nothing to do. Fourthly,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efficacy in the both groups. Implication for counseling practice and limit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efficacy, father's role practice, communication, social support, structur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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