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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ing trajectory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the after-school engag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SELS(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panel data from the 4th to 6th wave. For the
analysis, th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three time points(7th grade–9th grade). First, it
was expected that the trajectory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decreased rate of growth
during period of three years. Second, after-school engagement was seen the contemporaneous
effect of having a positive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7th and 8th grade and after-school
engagement in 7th grade showed the lagged effect of having a positive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8th grade. Third, the effects of the time-invariant predi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seen in the different aspects. Both mother education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ffected the growth rat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uring the course of analysi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showed differences i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However, it suggested that after-school engagement play a positive role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Key words: after-school engage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atent growth model,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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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변화궤적과 방과후학교 참여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 4차∼6차년도(중1∼중3)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학교 3년간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방과후
학교 참여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학년이 증가할수록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2와 중3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참여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동시효과가 나타났으며, 중2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3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3년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성장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서, 모
학력, 부모의 경제활동참가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참여는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서
울시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서 모 학력과 경제
활동 참여자 형태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성장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차이를 보였지만, 방과
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교육의 긍정적 역할이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방과후학교 참여, 자기주도학습능력, 잠재성장모형,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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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지식과 개인의 창의성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말해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 여러 나라
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커다란 지구촌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틀 안에 자리한
지구촌의 모습은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지만, 상호의존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독립된 국가로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
구하며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정지현, 김영순, 장연연, 2015). 이에 따라 오늘날의
교육은 창의적 능력과 공동체성을 두루 갖추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기 위한 미래 핵심역
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동국, 김현진, 이승진, 2014).
특히 주체적인 삶과 교육을 위한 핵심역량으로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고려되고 있다(김아영,
2014).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일차적 책무의 이행을 촉진하는 외적요인과
학습과 관련한 사고 및 행동의 책무를 받아들이는 내적요인을 함께 포함한다(Hiemstra, 1994).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학습경
험을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진영은, 이진욱, 2007). 이는 자기주도학습능
력을 증진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끌
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관
리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
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인선, 주은지, 2013). 또한, 목표설정에서부터 학습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모든 학습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학습에 임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난다(안도희, 김유리, 2014).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타 회원국가와 비
교하여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교과의 흥미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학습 등에서 현
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평가결과가 보고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는 자기주도학
습능력보다 타율적 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허은영, 2009).
이와 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데, 특히 방과후학교라는 교육 서비스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 교육정책으로서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변수용, 황여정, 김경근, 2011). 김호와 김재철(2012)의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학교는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선택함으로써 학
생들 스스로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하
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서 자기주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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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은 자기주도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보다 자기조절학습전략에서의
동기·인지·행동조절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허은영(2009)의 연구결과는 보고하였다. 즉, 방과후학
교는 스스로의 참가 결정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며, 자신의 개성과 선천
적 발달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향상에 이바지한다(윤종태, 2008). 하지만,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
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적
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진행되기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들 간 기대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신현아, 장윤옥, 2011). 이러한 선택적 방과후학교 참여
를 통해 개인 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변화가능성이 제기된다.
방과후학교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은 초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내적·외적요인에 주목하였으며, 환경적·상황적 변인들 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능력이기에
(Candy, 1991; 박영태, 이경님, 2009, 재인용) 특히 가정환경과 같은 외적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김주후, 김주아, 강선우, 2006; 안우환, 2010; 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 최윤정, 김지은,
2012).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기에 앞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관한 성장 변화
양상의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시작점이 동일하더라도 성장의 속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목표지점 역시 전체 학생이 같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 이는
횡단자료를 통해서는 직접 관찰 불가능한 개체효과(individual effect)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
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시점이 고려되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박경
호, 백일우,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효과를 살펴본 박춘성과 김진철(2016)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개인차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배상훈, 조
성범과 홍지인(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3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었다. 또 다른 종단연구 방법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종단
적 관계를 밝힌 정주영(2015)의 연구결과에서는 1차년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차년도에 이르
기까지 시간의 경로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안도희와
김유리(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변인이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학생 모두 초4에서 중2에 이르
기까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안정되게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 변인이기에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체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 시점만을 토대로 변인 간 영향력을 살펴보는 기존의 횡단연구에서 탈피하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점과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효과
가 시기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탐색하는데 있어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하지만, 선행연구 중에서는 각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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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의 동시효과와 이전 학년에서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이후 학년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는 지연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는지, 방과후학교 참
여의 각 시점에 따라 중학생들의 3년간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동시효
과, 이전 학년에서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이후 학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의 지연효과뿐만 아니라 예측변인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종단
적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방과후학교 참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방과후학교 참여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예측변인인 성별, 부·모 교육수준, 월 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자,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
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 습능 력 과 방과 후 학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율학습(autonomous learning), 선도학습
(self-initiated learning), 자기-계획 학습(self-planned learning) 자기조절 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등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배상훈 외, 2013). 이러한 용어의 다양한 사용은 개
념뿐만 아니라 구성요인도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김영민, 임영식, 2012), 본 연구
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즉 지식들이 학생들에게 정보로 전달
되고 습득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능동적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배우고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박영태, 현정숙, 2002).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학습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습목표 설정과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장 이상적인 학습전략
을 선택하여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학습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하나로 이어진 학습 과정을 의미
한다(Knowles, 1975; 박춘성, 김진철, 2016, 재인용). 정옥분 등(2012)은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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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동기적·인지적·행동적 측면으
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
다. 구체적으로 동기적 측면으로서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학습동기’, 학습
과정속에서 인지 및 메타인지 전략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학습능력’, 학습목표와 내용을 자신
이 조절하고 평가·관리하는 행동인 ‘학습전략 및 기술’로 구성하였다.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하나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 측면의 복합적인 구인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김아영, 2010), 이는 인지중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학습과 차별화가 요구되기 때
문이다(정옥분 외, 2012). 또한 학습자가 교사로부터 지식을 얻는다는 교사중심의 학습에서 탈
피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재생산해내는 학습자 중심, 즉 소극적 학습에서 적극적 학습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Laszlo & Castro, 1995), 오늘날 학교 교육이 역설하는 대표적 접근방
법자(이지혜, 2010),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이다(김아영, 2014).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한 여러 시도로서 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추진되고 있
다(변수용 외, 2011).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운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러한 기조는 2016년에 이르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활용의 문으로서 창의적 사고,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등의 핵심역
량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 주도적 활동으로 변화하였다(교육부, 2016). 허은영(2009)의 연구에서
는 중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실험연구를 통해 방과후학교가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프로그램을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
는 통제집단 간 자기조절학습전략에서 동기조절과 인지조절, 행동조절, 학업성취도 등 측정된
모든 변인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방과후수업 참여자들은 학
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수업의 다양한 활동을 단순 참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흥미를 느끼며 몰입하게 되어 원만한 학습활동을 이루고 이는 곧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발현되
는 것이다(박형근, 2010). 신현아와 장윤옥(2011)은 이러한 능력이 결국 어려운 과제를 도전하고
자 하는 의지와 성취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 방과후학교를 수업 자체로서 즐기게 되
어 교육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교육만족은 방과후학교 참여로 이어지
며, 나아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김호, 김재철, 2012). 하지만,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의 동시효과와 이전 학년에서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해당 학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년도에 발생하는 동시효과와
이전연도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해당연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의 지
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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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학 습능 력 예 측요인의 영향력

과열된 학업의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최상
위수준을 나타냈지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최저수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OECD, 2010). 자
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의 수준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본능과 연관되어 있다
(연보라 외, 2013).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맥락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준비를 비교한 김혜영과 김민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주도 학습준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자
기주도적 학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기주도적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정희, 윤명희, 윤소정, 2007).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경우, 자
기주도적 학습과정에 참여한 남녀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들은 적극적인 발표와 질문 등 일련의
행동들을 여학생보다 더욱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혜진, 김옥분, 2016), 이는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Reio & Davis, 2005).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대한 다수준 분석을 한 최윤정과 김지은(2012)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 자
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인 중 가정배경의 다양한 요인들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Stright et al., 2001). 특히 가정은 자녀의 학습습관을 형성하는데 장기적이고 다
각적 도움을 주는 중대한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Walberg, 1984; 연보라 외, 2013, 재인용), 부
모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지위의 배경변인, 즉 구조적 면과 관련이 있어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김주후 등(2006)은 군집분석을 통해 학부모의 학력 중 고졸이하의 비율이 높은 읍
면지역과 대졸이상 학력의 비율이 높은 대도시를 비교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지역 및 학
부모 특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으며, 부모의 학력에서 대졸이상의 비율이 높은 대도시의 학
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김지은, 2012). 또한, 부모의 학력과 가구주의 직
업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안우환(201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부
의 학력뿐만 아니라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전략 및 학습활동, 대인관계 기술,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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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평가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김주
후와 남궁지영(2008)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교육활동 관련 변인들은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다른 가정 배경변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고려되며, 최윤정과 김지은(2012)이 1차년도
와 2차년도에 측정된 월평균소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차년도에
서의 가구소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의 관여
뿐만 아니라 지원의 행동과 더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들의 학업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다(김경식, 이현철, 2009). 또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한 부모들의 다
양한 경제활동 참여는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모가 경제활동
에 참여할수록 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감소
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안우환(2010)의 연구결과처럼 모가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참여할수
록 남녀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SES, 즉 부모의
학력 및 가구소득,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초기 자기주도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최종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학업지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증가된다(연보라 외, 2013).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즉,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련성을 살펴본 상
경아와 백순근(2005)은 사교육을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못
한 학생과 비교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사교육
참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
생일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연보라 외, 2013). 하지만, 사교육
참여 자체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라는 김주후 등(2006)의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이를 설명하는데 실질적 의미가 없고(김주후, 남궁지영, 2008),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신종호, 황혜영, 서은진, 2010)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간 관계를 동일하게 한정하기는
어려우며, 사교육참여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가정배경의 부·모교육수준과 월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자, 사교
육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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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전체 서울시 학교 중 약 20%학교를 선정
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2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층화2단계
집락 추출방식으로 표집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추적·조사하여 수집된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이다. 이중 초4 패널의 4차∼6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중1∼중3(2013∼2015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3,692명이며,
남학생 1,853명(50.2%), 여학생 1,732명(46.9%), 무응답 107명(2.9%)이다.
2. 측정변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각 시점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가 3년
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살펴보고, 자기주
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인은 4차∼6차년도(중1∼중3)의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인지적측면의 학습방
법, 동기적 측면의 학습노력과 행동적측면의 학습태도로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주도
도학습능력은 미국의 교육종단연구(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ELS 2002)와
Pintrich 등(1993)이 개발한 학습동기화 전략 질문지(MSLQ)를 참조하여 구성된 척도이다(박현
정 외, 2011). 이에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타당도 지수는 4차(CFI=.993, RMSEA=.037(.031∼.043), SRMR=.012), 5차(CFI=.988,
RMSEA=.045(.039∼.051), SRMR=.015), 6차(CFI=.982, RMSEA=.064(.059∼.070), SRMR=.019) 모두 적
합함을 나타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
져있다.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영향변인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는 4차∼6차년도
(중1∼중3)를 사용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있다를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예측변인으로서 성별, 부·모 교육
수준, 월 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자, 사교육참여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리커트식
(Likert) 7점 척도로 ‘초등학교 졸업’의 1점부터 ‘대학교 박사졸업’의 7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
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월 가계소득은
월 평균 가계소득을 의미하며,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로그값으로 변환·처리
된 4차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교육 참여는 중1을 기점으로 지난 1년(2012년 7월∼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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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동안 과외 및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1로, 없다 0으로 더미변수 처
리하였으며 4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종속변
수가 일어나는 시점 이전 또는 동일한 시점인 예측변인, 즉 독립변수를 통제하고 초기치와 변
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인 구성 및 신뢰도
측정도구

설문 문항내용
학습

자기

방법

종속 주도

학습

변인 학습

노력

능력

학습
태도

1)
2)
3)
1)
2)
3)
1)
2)
3)

영향
방과후학교 1=있다, 0=없다
변인
성별
1=남자, 0=여자
예측
변인

시점

4, 5, 6차

1차

월 가계소득 로그 변환값

4차

경제활동참여 1=모두 참여, 0=한부모 참여

4차

1=있다, 0=없다

-

1차

부·모 교육수준 1=초등학교 졸업 ∼ 7=대학교 박사졸업

사교육

신뢰도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 본다
중요한 내용들은 요점 정리하여 공부한다
수업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차(중1) 4차 .907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5차(중2) 5차 .908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6차(중3) 6차 .919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

4차

3.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평균값에 따라 4차년도(중1, 2013년)와 5차년도(중2, 2014년)를 비교한 결과 그 값이 감소하였
다. 하지만 다시 6차년도(중3, 2015년)에서는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학교 참여는 해당 학년 즉, 4차년도∼6차년도(2013∼2015년)에 방과후학교 참여에 응답한 학생
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으로는 성별, 부·모 교육수준, 월 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자, 사교육참여이며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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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692)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종
속
변
인
영
향
변
인

M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4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1, 2013년)

3.435

.776

1

5

-.170

.169

5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2, 2014년)

3.350

.748

1

5

-.060

.431

6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3, 2015년)

3.387

.775

1

5

-.101

.347

4차 방과후학교 참여(중1, 2013년)

.279

.448

0

1

5차 방과후학교 참여(중2, 2014년)

.232

.422

0

1

1.270

-.388

6차 방과후학교 참여(중3, 2015년)

.230

.421

0

1

1.286

-.346

예
측
변
인

성별
부 교육수준
모 교육수준
월 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자
사교육참여

.517
.500
4.427 1.142
4.065 1.040
6.043
.577
.503
.500
.766
.424

0
1
1
2.708
0
0

.987 -1.026

1
-.068 -1.997
7
-.038 -.578
7
.156 -.840
9.105 -.123 1.739
1
-.011 -2.001
1
-1.255 -.425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와 함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궤적과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 LGM)을 적용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측정변수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3년간 중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았으며,
모형의 적합도와 개인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각 시점에 따라 모두 측정
된 시간의존변수(time-varying covariate)가 동일 시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동시효과와 이전시점에서 다음시점에 나타내는 영향력의 지연효과를 탐색하고, 예측
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건모형에 해당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즉,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시점에 따라 측정된
방과후학교 참여를 시간의존변수로 간주하였으며, 동년도 방과후학교 참여뿐만 아니라 이전 학
년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예측
변인으로 성별, 부·모 교육수준, 월 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자, 사교육참여의 변인을 투입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조건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해당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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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Comparative Fit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은 CFI의 경우 .90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이고
(Hu & Bentler, 1999), RMSEA와 SRMR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22.0과 Mplus 7.4를 사용하였다.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중1)

참여(중2)

참여(중3)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중1)

학습능력(중2)

학습능력(중3)

초기치

성별

과

동시효과
지연효

변화율

부학력

모학력

월

경제활동

사교육

가계소득

참여

참여

[그림 1] 잠재성장모형(LGM)의 조건모형

Ⅳ. 연구결과
1. 자기주도학 습능 력 의 변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3년간 자기주도학습능력 변화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
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조건 모형의 적합도는  =42.854***( =1,  <.001), CFI=.989,
RMSEA=.107(.081∼.135), SRMR=.02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초기치 3.413
과 변화율 -.0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1을 기준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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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3.413이라고 보았을 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율 평균이 -.025만
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1에서 중3까지 3년간 자기주도학습능력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
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무조건모형의 평균과 분산
초기치
변인
자기주도학습능력
**

p<.01,

평균
***

3.413

변화율
분산
***

.385

평균
***

-.025

분산
.025**

***

p<.001

2. 방과 후학교 참여효과와 예측요인의 영 향력

중학생의 3년간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시간의존변수인 방과후학교 참여의 영향변인과 성별 외
예측변인을 투입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해당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
면,  =26.245**( =11,  <.01), CFI=.994, RMSEA=.026(.013∼.039), SRMR=.009로 좋은 적합도
를 나타냈다.
시간의존변수인 방과후학교 참여의 동시 및 지연시점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3년간 변화를
검증한 결과, 학년 변화에 따라 동일 시점, 즉 중2(5차)와 중3(6차)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2와 중
3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중1과 다르게 중2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동일한 시점인 중2 시기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056( <.10) 높였
으며, 중3 시기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동일한 시점인 중3 시기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085(
<.01) 더 높게 나타냄으로서 동시효과를 보였다. 즉, 방과후학교 참여의 중2와 중3 학생들은 방
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나타냄을 의미하며, 중1을 제외
한 매 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1 시기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참여한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태도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부족하지만, 중2시기의 안정된 상황속에서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
적 학습환경을 만듦으로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시점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이후 시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1(4차)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2(5차)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지
연시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2(5차) 방과후학교 참여는 중3(6차)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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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1 시점의 방과후학교 참여와 다
르게 중2 시점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지연시점, 즉 중3 시기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063( <.10)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중2 시점에서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3 시점의 자기주도학습능
력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연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1 시기에 참여했던 방과후학교는 동년도 뿐만 아니라 이듬해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중2 시기에 참여했던 방과후학교는 동일한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 지연시점인 중3 시기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가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3 시기에도 이어져 중3 시기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3 시기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를 나타냈다. 결국, 중2를 기점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과후학교 참여의 영향은 동일시점을 비롯하여 이후의 지연시점에서도 자기주도학
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
한 조건모형에 예측변인을 동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서 부학력은 자
기주도학습능력에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학력의 경우 모학력
이 높은 학생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초기치 1.979보다 .090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
주도학습능력의 기본 변화율 -.030에서 모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율
에 .021 증가하는 값을 나타냈다. 이는 모학력이 높을수록 중1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모학
력이 낮은 학생보다 더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보였으며 매년 학년이 증가할수록 모학력이
높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속에서 모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감소를 지
연시키고, 모 학력이 낮은 학생과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차이를 완화시켜 감소의 폭을 줄이는 것
을 의미한다. 월 가계소득의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값 1,979보다
.158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율에 미
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을 부·모 모두 참여하는 가정
일수록 한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가정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값 1.979보다
-.135 더 낮은 값을 나타냈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기본 변화율 -.030에서
.047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중1 학생들의 자기
주도학습능력은 한부모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낮지만, 오히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감소하는 변화의 상황에서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기주도학습능
력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한부모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소폭을 완
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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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 로
4차 방과후학교(중1) → 4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1)
5차 방과후학교(중2) → 5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2)
6차 방과후학교(중3) → 6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3)
4차 방과후학교(중1) → 5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2)
5차 방과후학교(중2) → 6차 자기주도학습능력(중3)
초기치
성
별
→ 자기주도학습능력
부 학 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모 학 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월 가계소득
→ 자기주도학습능력
경제활동참여자 → 자기주도학습능력
사교육 참여
→ 자기주도학습능력
변화율
성
별
→ 자기주도학습능력
부 학 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모 학 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월 가계소득
→ 자기주도학습능력
경제활동참여자 → 자기주도학습능력
사교육 참여
→ 자기주도학습능력
†
p<.10, *p<.05, **p<.01, ***p<.001

B

SE

.035
†
.056
.085**
.015
.063†

.031
.030
.030
.029
.034

.044
.038
***
.090
.158***
-.135***
.026

.032
.020
.022
.034
.032
.041

-.027
-.015
.021*
-.009
**
.047
.036

.016
.010
.011
.016
.016
.020

비
고
동 시
효과
지 연
효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3년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궤적을,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
력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비롯하여 예측요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논의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매년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 능력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안정적으로 정적 변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대치되는 결과이며(안도희, 김유리, 2014; 정주영, 2015), 박
춘성과 김진철(2016)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선수학습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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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련의 학습과정들이 학습자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역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으
로 여겨지며, 이것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사교육
참여가 아닌 사교육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의 시간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는 고선(2013)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 대부분이 선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것
이 아니라 외부의 학습활동에 의존하는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며, 학교 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분석
한 결과 중2와 중3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참여는 동일한 시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으며, 중2 시점에서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3 시점의 자기주도학
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나타났다. 하지만, 중1시점에서의 초기 방과후학교 참
여는 중1 시점을 비롯하여 중2 시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1
과 다르게 중2 시점에서부터 방과후학교 참여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방과후
학교 참여가 시행초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 참가한다는 자체에 의
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학교 2학년에 이르게 되면 단순 참여
가 아닌 활동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되면서 원활한 학습활동을 이행하게 되어 자기주
도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박형근(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
상은 수업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즐김으로써 교육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신현아와 장윤
옥(2011)의 연구결과와 함께 방과후학교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김호와 김재철(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시점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토대로 중2와 중3 시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참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새로운 학습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
이며 초기 중학교 방과후수업 참여에 대하여 학생들이 흥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관심을 보이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를 투입한 조건모형에서 예측요인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측요인 중 초기치에서는 모학력과 월 가계소득, 경제활동참여
자가, 변화율에서는 모학력, 경제활동참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성장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윤정과 김지은(2012)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들의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
(김혜영, 김민진, 2009; 김혜진, 김옥분, 2016; 이정희 외, 2007)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자기
주도학습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최윤정과 김
지은(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부·모의 학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 모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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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력이 높을수록, 큰 규모의 도
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증가한다는 김주후 등(2006)과는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모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전략과 학습활동, 대인관계 기술,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나타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진다는 안우환(2010)의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소하지만 모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가 스스로 학습을 이행하는 자율적 장을 이끌어 내
어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소의 폭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과 더불어 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쳤지만,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평균가계소득은 자
기주도학습능력의 초기치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변화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가계소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최윤정과
김지은(2012)의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이며, 오히려 가계소득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변화 관
계에서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자기주도학습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참여가 초기, 즉 중1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았지
만, 오히려 변화율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소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
였다. 결국 초기의 자율적인 학습상황이 자기주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자기주도성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참여의 경우 초기치와 변화율에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의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이 아니
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김주후 등(2006)과 김주후와 남궁지영(200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내용을 익히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주
도적 상황과 연결되지 못하게 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에서 모학력과 경제활동참여자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고려되는 자기주도학습능력(김아영, 2014)과 방
과후학교 참여간 관계 검증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
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기주도학
습능력에 단기적 효과만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시간변화와 함께 지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중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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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인성,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교육기부 활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준별 맞춤 지도를 통한 학업실력 향상과 야간 반딧불
교실의 운영으로 학습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여 지성의 함양, 체육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및
스트레스를 해소,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인성의 함양,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한국
교육개발원, 2015). 이러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보충학습과 같은 맥락의
추가적 학습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방법이나 학습태도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비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
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보편화로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을 통하여 중학생
들 스스로 바람직한 학습태도와 학습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패널자료에서 조사된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만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패널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참여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추후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과후학교 효과성 검증
을 위해 방과후학교 유형, 즉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영역과 댄스·연극·공예 등 비교과영역을
구분한 방과후학교 참여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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