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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문제 유형분류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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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업상담의 기초연구로 지금까지 수행된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와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업문제 내용에 대한 분류 시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유형 분류
체계를 잠정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 범
위와 분량이 많아서,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 또는 종합분석을 시도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학업문제 유형분류의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문제를 조
력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제안된 연구물을 종합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학업상담에서 빈번하게 다루어
지는 호소문제와 학습부진 요인을 각각 종합하여 각 15가지씩의 범주를 나눌 수 있었다. 최종적으
로 이 연구에서는 호소문제의 축과 학습부진 요인 축으로 하는 이차원적 분학업문제 유형분류류 모
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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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수행은 학생들의 주요한 발달과업이고, 학
업수행의 결과 즉 학업성취도는 학교적응의 중요

문적인 진단이 제한적으로 밖엔 이루어 질 수 없
었다(김태성 외, 2001).

한 지표이다. 따라서 학생 자신을 비롯한 학부모

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학업과 관련하여

와 교사 모두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아직 우리

담실을 찾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관련된 어

나라에서는 이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려움을 호소한다. 청소년상담의 여러 영역 가운데

있는 진단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러한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렇게 합의된 진단체계가

상담영역을 특히 ‘학업상담(counseling in academic

없다는 것이 학업상담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problems)’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예, 김형태 외,

하나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문제

1996), 우리나라 상담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

를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상담전문가들이 해

루어지는 상담이 바로 학업상담이다(김태성 외,

야 할 일들 가운데 진단체제의 구축은 중요한 과

2001;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우리나라는 학생

제 중 하나이다. 모든 문제를 조력할 수 있는 가

들에게 ‘공부’가 심하게 강조되고 학과성적이 학

장 좋은 상담모델이 존재하기 보다는, 어떤 문제

생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공부하기가

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상담모델이 적합하다는

어렵거나 성적이 떨어질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

차별화된 진단과 차별화된 처치에 대한 관점을

생한다. 이러한 공부와 관련된 문제는 초등학교

수용한다면, 문제 진단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이전부터 대학 및 대학원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문제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에 대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

학업문제는 서구의 학업문제와는 달라서 서구의

른 학업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 원인을 중

몇 가지 이론으로 섣불리 우리의 학업문제를 설

심으로 범주화한 문제유형의 분류가 필요하다. 이

명하거나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김계현,

연구는 학업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한

1997).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업상담의 실제는 이

가지 방안으로서 학업상담의 첫 단계인 학업문제

러한 요구와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

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 답을 찾

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조

아보고자 한다.

력하는 상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지

학업상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적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학업문

진단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다음과 같은

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먼저, 학업문제 유형

조력활동의 연계가 쉽지 않았다; 둘째, 학업 및

분류가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필요

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성을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할 문제유형분류의 조

이 통계적으로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훨씬 넘고

건으로 삼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

있으나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접근가

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업문제에 대한 분류체계

능한 경로를 통해 이야기하거나 나아가 도움을

들을 알아보고, 그 타당성과 장단점에 대해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창구와 방법을 충분히 제

하여 학업문제유형분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들의 호

이다. 이 연구는 이미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의 내

소문제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전

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문헌연구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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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검색 및 선별과정이 선행될 것이다. 선행

인론에 기초한다(예, 김동일, 2005; 황애경, 2003).

연구에 대한 탐색은 학업문제 유형분류에 관한

사례개념화와 개입전략도 문제의 원인에 따라 논

연구와 학습부진 요인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영

리적으로 제안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론적 틀

역에 대해 실시될 것이다. 이론적 탐색 연구와 실

에 근거한 문제유형분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

증적 연구를 모두 검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고,

러나 학업문제 전체에 대한 문제유형분류의 시도

전문학술지 논문, 국내 석ㆍ박사 학위논문, 공공

는 대부분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고 있고, 이로 인

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술서적 등 연구의 질이 검

해 합의점에 도달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호

증된 문헌만을 포함시킬 것이다. 학업문제의 특성

소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유형을 분류할 경우 그

으로 볼 때 학업문제 분류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

원인에 대한 고려와 개입전략에서 또다시 상담자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색할 것이다. 학습부진 요인

의 임상적 판단이 요구되어 차별적 진단에 따른

에 관한 연구물의 경우, 개별 학습부진 요인에 대

차별적 개입이라는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

한 경험적 연구물의 양이 방대하므로 학습부진

는 한계가 있다. 학업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요인에 대한 개관 연구, 메타분석, 모형 제안 연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구 등 학습부진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

학습부진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

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한 논의들을 문제유형분류에 포함시킨다면 지금

어떤 문제를 유형화하는 방식은 이론에 기초한

까지 소개된 문제유형분류의 한계점을 조금은 극

연역적 방법과 경험적 자료에 입각한 귀납적 방

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

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Gati, Krausz, & Osipow,

문제 유형분류에 관한 선행연구와 함께 학습부진

1996). 또는 이론적으로 추출된 문제유형분류가

의 원인을 밝힌 연구결과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실제 문제를 얼마나 잘 분류하고 있는지를 확인

통해 청소년들의 호소문제와 학습부진의 원인을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수정해 나가거나, 경험

동시에 고려한 학업문제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고

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쌓

자 한다.

아 가면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론화까지 나아
가기도 한다. 학업문제의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

문제유형분류의 필요성

들은 대부분 학업문제에 대한 이론적 틀에서 유
형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학업관련 호소문제를 수
집하고 분류하는 귀납적 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상담에서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돕는 과정의 첫

많다(예, 김창대, 이정윤, 이영선, 남상인, 1994; 김

단계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

태성 외, 2001; 박병찬, 이영신, 조시화, 1980; 서

악하는 것으로 문제유형분류체계의 활용은 그 방

병완, 1983; 신을진, 2005). 학업문제 전체에 대한

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하

유형분류가 아닌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장애와

고 각각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구상하려는

같은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이론들을 적용

시도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Williamson과 Darley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습전략 문제분류의 경우

(1937)는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중심으로 성격문제,

정보처리 이론에 입각하여 각 정보처리 단계 및

교육문제, 진로문제, 재정문제, 건강문제라는 분류

과정 중 어느 단계 또는 과정의 문제인가라는 원

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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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전략을 제안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Bordin

있다: ① 문제유형분류체계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

(1946)은 문제의 원인에 따라 의존의 문제, 정보의

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② 문제와 관련된 다양

부족, 내적 갈등, 선택 불안, 문제없음 등으로 분

한 정보(증후군, 관련 행동 정보, 예후, 문제해결

류하였다. 이어 Berzin(1957)과 Callis(1965)는 내담자

방법 및 치료법)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제공한

의 호소문제를 한 축으로 하고 문제의 원인을 한

다; ③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갈 것인지, 또는

축으로 한 2차원 분류체제로 두 가지 분류를 통

사라져갈 것인지와 같은 문제의 미래에 대해 예

합하고 실제 사례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였

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문제의 원인, 병리, 예

다. 이후 이러한 노력은 정신병리와 여러 장애의

후,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 대한 반응 등과 관련

분류에 주로 초점을 두어 꾸준히 발달해왔고,

된 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개념을 제공

DSM 체계, ICD 분류체계, Achenbach의 분류체계

한다; ⑤ 어느 지역의 문제에 관한 자료, 빈도 등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발달적 관점에서는 진로

에 관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

미결정 분야에서만 차별적 진단에 대한 노력이

청소년, 성인의 정신건강문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계속 이어오고 있다(예, Amir, Gati, & Kleiman,

있게 한다; ⑥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미 사용

2008; Campbell & Cllini, 1981; Gati, Krausz, &

해 본 방법들이나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

Osipow, 1996; Multon, Wood, Heppner & Gysbers,

으로 축적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서 효율적인 계획

2007; Rounds & Tinsley, 1984). 반면, 많은 아동 및

을 세우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⑦ 분류하는 일 자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는 학업문제 유형분류를

체는 분류체계에 내포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

비롯한 다른 발달관련 문제의 유형분류에 대한

움을 준다; ⑧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자하는 학생들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상담을 발전시켜 나가기

게 문제의 특성이나 임상병리를 가르치는 데 중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초기의 연구과

요한 도구이다; ⑨ 문제를 명명함으로써 내담자가

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제가 청소년 문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유형분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 문제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를 정리하면, 문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제분류체계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와도

1997년까지 문제유형분류의 틀을 마련하고, 이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의 원인, 증상, 개

사례에 적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입전략,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문제와

2000년에는 활용지침까지 마련하였다(김진숙, 강

해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

진구, 2000). 청소년 문제유형분류가 한국 청소년

담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상담의 발달의 기초작업으로 필요했던 가장 큰

알 수 있다.

이유는 그 당시까지 상담자들에게 익숙한 DSM

즉, 새롭게 제안되는 유형분류체계는 이러한

체계, ICD-9 분류, Achenbach의 분류체계 등이 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Hoghughi(1992)

나치게 정신병리적 관점에 치우쳐 실제 상담을

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찾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포괄하기 어려웠기 때문

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① 분

이다(김창대 외, 1994). 김창대 등은 문제유형분류

류체계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현상이나 문제를

체계의 기능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명백히 기술하고 그 범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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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각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은 서로 관

이영신, 조시화, 1980; 서병완, 1983)에서 학생들이

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서로 다른 사람이

호소하는 학업에서의 어려움의 공통점을 요약하

서로 다른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결

여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과를 보여야 한다; ④ 각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

(예, 김창대, 이정윤, 이영선, 남상인, 1994; 김태성

은 처음 기술하려고 했던 문제의 특성을 제대로

외, 2001; 신을진, 2005).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⑤ 가능한 많은 문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⑥ 현상을 포괄적

학습부진모형에 입각한 학습부진아 유형 분석

으로 기술하기 가능한 적은 수의 범주를 사용하
여 많은 문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⑦ 한

박병찬, 이영신, 조시화(1980)의 ‘학습부진아 유

가지 범주의 문제와 현상은 다른 범주에 속하지

형 분석에 관한 기초 연구’는 학업성취 관련변인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유형

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근간으

분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조건을

로 학습부진의 서로 다른 유형을 제안하는 우리

충족시키는 학업문제 유형분류 방식을 제안해 볼

나라 연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것이다.

나라의 연구나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태였기 때
문에 주로 미국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고, 연구의
틀은 Bloom(1976)의 모형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의

학업관련 문제 분류에 관한 연구

첫 번째 연구문제로 ‘학교학습에 관련된 요인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학업성취도에

학업문제를 분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마련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당시까지의 연구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업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하였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

학업문제 유형분류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오

기 위해 Bloom의 틀을 사용하는데, Bloom이 학생

고 있다. 학업문제를 유형화하려는 노력은 학업성

차원, 학습과제 차원, 수업 차원으로 분류한 것에

취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유형을 도출

서 학습과제 및 수업 차원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

하고 그 유형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예, 박병찬,

고 가정환경의 요인을 포함시켰다(그림 1). 학습과

(환

경)

(학 생 특 성)

(수

업)

(학습 성과)

인지적 투입행동
학습과제

가정환경
정의적 투입행동

교수의 질

그림 1. 학습부진 요인 모형(박병찬 외, 198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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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수업 차원은 모형에는 존재하지만 요인으

활용적 인지로 인지적 투입행동 영역이었고, 다음

로 정리하거나 유형분류를 할 때 포함시키지 않

으로 정의적 투입행동 영역, 가정의 구조환경, 과

고 있다. 학생 차원의 요인으로는 Bloom의 모형과

정환경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9개 변인과 학업성

같이 인지적 투입행동과 정의적 투입행동을, 가정

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역시

환경 요인으로는 가정의 구조환경과 과정환경을

인지적 투입행동 영역의 상관이 가장 높았는데,

포함시켰다.

.64∼.83의 높은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의적

박병찬, 이영신, 조시화(1980)는 Bloom(1976)의
틀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투입행동은 .53∼.61, 가정환경은 .39∼.49로 나타
났다.

Bloom 모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관련 변인을

또한 개인 간의 점수차를 기초로 서로 점수차

9가지로 정리하였다. 가정환경에는 가정의 구조환

가 작은 개인을 하나씩 결합시켜 나가는 위계적

경과 과정환경을 포함시키고, 구조 환경에는 부모

집단화 분석을 통해 학습부진을 유형화하였다. 여

의 유무, 형의 유무, 가족 수와 사용하는 방수, 거

기에서 인지결손아, 정의결손아, 인지-정서 결손

주지 환경,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가정의 월수

아, 환경-인지 결손아, 환경-학습습관 결손아, 인

입 등을, 과정환경에는 성취동기를 위한 압력, 언

지-학습습관 결손아, 환경 결손아, 전체적 결손아,

어발달을 위한 압력, 일반학습을 위한 기회 등을

결손 불명아 등 9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포함시켰다. 인지적 투입행동으로 선수학습, 적성,

9개 유형 중 인지결손아는 2학년에서만 나타나는

독해력, 일반지능 대신 언어기능, 수리기능, 자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4학년과 6학년에서는 4학

활용기능의 세 가지 요인의 기초학습기능을 선정

년과 6학년의 경우 학습습관이 중요한 요인으로

하였다. 정의적 투입행동으로는 학문적 자아개념,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4, 6학년의 경우 단독 유

태도, 학습습관으로 분류하고, 태도는 Bloom의 제

형의 결손아보다는 복합적 유형이 많이 나타났는

안대로 학교관련 정의와 교과관련 정의로 나누었

데, 이것을 학습부진의 누적현상을 보여주는 것으

다. 이렇게 학업성취 관련 변인을 언어기능, 수리

로 해석되었다.

기능, 자료활용기능, 학문적 자아개념, 학교관련
정의, 교과관련 정의, 학습습관, 가정의 구조환경,

학습부진 진단검사에 근거한 학습부진아 유형 분석

가정의 과정환경의 9가지로 정하였다.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따른 유형화가 가능한지

서병완(1983)은 학습부진 진단검사를 제작하고,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2, 4, 6학년들을 대상으

학습부진아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유

로 학업성취 관련 변인(언어기능, 수리기능, 자료

형별 학습부진아 지도에 적합한 상담프로그램과

활용기능, 학문적 자아개념, 학교관련 정의, 교과

학습활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정의, 학습습관, 가정의 구조환경, 가정의 과

학습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습부진

정환경)을 측정하였다. 먼저, 학습성취에 영향을

요인과 학습부진아로부터 직접 얻어낸 학습부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이 연

요인에 근거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서울 및

구에서 설정했던 9개 요인에서 모두 학업성취 집

강원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질문

단과 학업부진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

지를 실시하였는데, 1차 예비검사에서 선정된 문

이를 보인 것은 언어적 인지, 수리적 인지, 자료

항과 요인을 토대로 문항을 더 추가하여 2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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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타당도 검증과 요인
분석을 통해 학습부진요인을 ‘가족과의 불화, 교

② 공부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문(공부의 필요
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

사나 급우와의 불화, 기초지식의 부족, 학습방법
의 비효율성 및 학습의욕 결핍’의 네 가지로 확

③ 집중력 부족(주의산만, 잡념 등으로 인해 집
중력이 부족해서 공부나 성적에 영향)

인하였다.

④ 성적 저하 및 저조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족과의 갈등, 학습기술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아서 걱정)

및 기초지식 부족, 학습욕구 결핍, 교사․교우와

⑤ 공부방법 문제(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의 갈등으로 명명하고 이를 기초로 학습부진 유

모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부함으로써 공부

형화를 제안하였다. 각 요인을 한 가지만 갖는 학

나 성적에 영향이 있는 경우)

습부진 유형부터 두 가지를 갖는 학습부진 유형,

⑥ 공부에 대한 반감(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

세 가지를 갖는 학습부진 유형, 모두 갖는 유형까

문은 별로 없이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과

지 15가지 유형과 의미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

반발심을 갖는 경우)

는 유형을 포함하여 모두 16가지의 학습부진아

⑦ 노력은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름(나름대로 공

유형을 제안하였다. 실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부를 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16가지 유형이 모두 존재한다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이 결과가 좋지 않아 고

것을 확인하였다.

민하는 경우)
⑧ 능력 부족(실제 능력, 즉 지능이나 기억력이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

낮거나 부족하여 공부나 성적에 영향을 받는 경
우)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⑨ 공부습관 미형성(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

1994년부터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은 있는데 단지 그것이 체계적인 습관으로 형성

이해하고 분류하는데 필요한 틀을 만드는 작업을

되지 않은 경우)

수행하였다. 김창대, 이정윤, 이영선, 남상인(1994)

⑩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공부에 대한 반감이

의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에 대한 기초연구에

나 반발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없지만, 단지

서는 호소문제를 중심으로 한 제1축의 문제영역

공부하려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을 추출하였다. 청소년 자신, 교사, 학부모가 지각

⑪ 성적에 대한 집착(공부의 질적인 면에 치

하고 있는 문제를 수집하여 청소년의 고민과 문

중하기보다는 점수와 등수에 얽매여서 경쟁심을

제를 그 특성에 따라 주영역과 세부영역으로 구

느끼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경

분하였다. 전체 22개의 주영역과 165개의 세부영

우)

역이 제안되었고, 이 가운데 두 번째 영역인 공부

⑫ 성적으로 인한 관계에서의 문제(공부 및 성

및 성격 영역이 학업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청소

적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친구나 부모, 교사와의

년들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다음의 12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

가지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험불안(시험에 따른 불안감과 압박감)

이를 홍경자․김창대․박경애․장미경(2002)은
인지적 문제, 정의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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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업문제의 분류(홍경자 외, 2002, p.11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적 능력 부족의 문제
인지적 문제

⑧ 능력부족
③ 집중력부족

학습전략의 문제

⑤ 공부방법문제
⑦ 노력은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름
② 공부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문

학습동기의 문제

⑥ 공부에 대한 반감*
⑩ 공부에 대한 동기부족

정의적 문제

⑥ 공부에 대한 반감*

공부태도의 문제

⑨ 공부습관 미형성
① 시험불안

학습관련 스트레스와

④ 성적저하 및 저조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

시험불안

관계의 문제

⑪ 성적에 대한 집착
⑫ 성적으로 인한 관계 문제

관계관련 문제

** 관계문제로 인한 학업 문제

* 공부에 대한 반감은 ‘학습동기의 문제’와 ‘공부태도의 문제’에 모두 포함.
** 위의 문제유형 분류에는 관계문제가 원인이 되는 ‘관계문제로 인한 학업문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니,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학업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학업문제로 인해 관계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
기 때문에 본 표에 표기함.

로 구분(대분류)하고, 인지적 문제는 지적 능력 부

해 등교부담, 수업부담, 학업소진, 학업 무의미,

족의 문제와 학습전략의 문제로, 정의적 문제는

시험불안, 결과불안, 방법불안, 학업 외 관심, 학

학습동기의 문제, 공부태도의 문제, 학습관련 스

업 무계획, 학업 비효율,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트레스와 시험불안으로, 관계의 문제는 관계관련

부족(교우관계), 자신감 부족(학교적응), 학업 자아

문제로 세분(중분류)하였다. 각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념 등 14가지 영역을, 학업문제의 주요 원인이

호소문제를 표 1과 같이 분류(소분류)하였다.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 계획 문제, 독서 방법 문
제, 심화 학습 문제, 학업 동기 부족, 선수 학습

학업관련 WEB 심리검사의 문제유형 분류

부족, 주의분산 문제, 신체적 문제, 집안환경 문
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교사와의 관계 문제, 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장된 생각, 강박적 생각, 비관적 생각 등 13가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심리검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그림 3). 이 연구는 무엇보

사를 개발하였다(김태성 외, 2001). 이 중 학업관

다 학업상담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

련 심리검사 제작에서 제시한 학업문제 진단체계

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를 보면, 학업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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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청소년상담원 제안 학업문제 분류(김태성 외, 2001, p.97, p.99)

학습의지 방해요소 군집분석을 통한 학습부진 유

모두 539개로, 여러 가지 유사의미 통합과정을 거

형화

쳐 최종적으로 48개의 방해요소로 정리하였다.
48개의 학습목표 실천 방해요소를 가지고 군집

학습부진 유형분류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아니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학습효능감, 학습방법

지만 신을진(2005)의 방해요소 군집분석 연구는

의 비효율성, 부정적 정서, 비효율적 시간배분, 다

학습부진 유형화에서 참고할만한 연구이다. 신을

른 활동과의 갈등, 신체적․물리적 환경문제, 대

진은 학습자의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인관계 문제, 스트레스 사건의 8개의 군집으로 분

심리적 요인과 외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

류하였다. 이러한 8개의 군집으로의 분류는 군집

념으로 학습목표 실천과정의 방해요소를 정의하

별 프로파일과 학생들의 어려움 호소내용과의 비

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방

교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학업문제를 호소하

해요소를 ‘학습일지’ 작성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는 학생들의 진단 및 차별적 개입방안의 근거로

253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방해요소는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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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연구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부진 원인에 관한 연구

Bloom이 학교학습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강조하
앞서 문제유형체계의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

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한 목적은

이 어떤 문제를 유형화하는 틀은 그 문제의 원인

이러한 개인차를 학생과 학교 궁극적으로 사회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

살펴본 학업문제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

로서의 학교학습이론인 완전학습이론을 제안하기

기에는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논리적으

위한 것이었다. 물론 학생들의 개인차 하나하나를

로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의 존재를 확인하는

고려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제안은 학업상담과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내담자의 학업문

조금은 다른 목적이지만, 교육과정이나 상담에서

제 호소내용을 분류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이 연

고려해야 할 학습 관련 개인차는 큰 차이가 없을

구에서는 기존의 호소내용 중심의 분류체계에 학

것이다.

업문제의 원인을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위

Bloom이 제안하는 학생들의 개인차는 크게 인

해 학업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해

지적 투입행동과 정의적 투입행동으로 대별된다.

볼 것이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먼저, 인지적 투입행동이란 어떤 새로운 학습과제

다양한 변인들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었

를 학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수적인 지식, 기

다.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교육심

능,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성적(선수

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사회, 평생교육 등

학습), 적성, 독해력, 일반지능 등이 선행연구에서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다루어졌고, Bloom은 특히 선수학습의 중요성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강조하고 있다. 인지적 투입행동과 관련된 거시

선행연구의 분량도 방대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

적․미시적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인지적 투입행동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에 관한 연구

이 후속되는 학습과제에서의 성취도의 차이를 약

를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학업성취도

50%(r=.70)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다

결정요인에 관한 개관 논문과 다양한 학업성취도

음으로 정의적 투입행동이란 제시된 학습과제에

결정요인을 동시에 포함시킨 연구에 국한하여 정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정의(情義)로 교과관련 정

리해 보고자 한다.

의(흥미 및 태도), 학교관련 정의(학교와 학교교육
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또는 흥미), 학문적 자아
개념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

학업성취 결정요인 개관 연구

을 주거나 또는 학업성취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

매우 중요함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고, 정의적 투

하고, 그동안의 학업성취도 결정 요인에 대해 종

입행동은 학업성취도의 약 25%(r=.50)까지를 설명

합적인 분석의 첫 시도는 Bloom(1976)이라고 할

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수 있다. Bloom의 연구에는 교육성취에 관한 국제

Mandel과 Marcus(1988)는 당시까지 미국에서 수

연구(International Studies of Educational Achievement,

행된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IEA)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Mandel과 Marcus에

감안하면 미국의 연구만이 아니라 당시까지의 서

따르면, 미국에서는 1975년까지 꾸준히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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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다가 그

논문에서 학업성취도 예언 변인에 대해 정리하고

이후 발표된 연구물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특

있다. Arbona는 학업성취도 예언변인을 사회경제

히 이 시기에 학습장애라는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적 지위, 아동 및 부모의 IQ, 학교의 질(학습기회),

상대적으로 학습부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부모 및 또래의 영향, 부모 및 또래 영향, 성취동

학업성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500

기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

편이 넘는 연구물을 개관한 Mandel과 Marcus는 성

를 개관하였다. 다섯 가지 예언 변인들 중 부모

격, 가족, 또래집단, 학교요인, 요인분석, 학습부진

및 또래 영향과 동기적 요인에 특히 집중하고 있

의 정의와 예측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

는데, 부모 및 또래의 영향 부분에서는 양육태도

였다. 먼저, 성격에서는 심리검사의 결과치, 자아

와 학교성적의 관계, 심리적 곤란과 자기 억제,

개념, 지능과 인지양식, 주의집중 및 주의산만, 정

정서적 적응․공격성․반항 등의 매개효과, 학교

의적 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는데,

친구(school-oriented peer)의 영향 등을 다루고, 동기

학습부진아의 성격적 특징으로 수동적인, 순종적

적 요인에서는 주어진 활동에 언제, 어떻게 시간

인, 태평한, 사려적인, 겸손한, 반항적인, 외향적

과 노력을 기울이는가의 문제, 귀인이론, 성취목

인, 소외된, 수동공격적인, 억압적인, 호전적인, 포

표지향, 자기효능감, 기대-가치 모델 등을 다루고

부가 낮은, 우울한, 불안한, 불신하는, 방어적인

있다.

등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에 비해 정상적인 성취
를 보이는 학생들은 성취지향적인, 긍정적인 자아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상을 가진, 심각한, 책임감 있는, 지배적인, 자신
있는, 훈육된, 미래지향적인, 독립적인 등의 성격

오성삼과 구병두(1999)는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을, 과성취 학생들은 남을 의식하는, 책임감 있는,

대한 메타분석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중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성취지향적인, 가족에

학업성취와 관련된 논문이 813편에 달하는 것으

게 의존된, 인정욕구가 높은, 내적으로 불안한, 매

로 밝히고 있다. 오성삼과 구병두는 813편을 수집

우 열심히 하는, 일관된, 솔선수범하는, 조직된 등

하여 이들 가운데 메타분석이 가능한 587편의 논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문을 그 내용에 따라 가정변인, 학교변인, 교사변

서는 형제관계 변인, 부모의 양육방식, 아동 및

인, 학생변인, 교수-학습변인 등 5개 변인군으로

청소년의 성역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관계의 질, 다문화 가정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가정변인을 다시 가정환경과 학부모로 분류하

를 따로 정리하고 있다. 나머지 또래집단, 학교요

고, 가정환경에는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가족

인, 요인분석, 학습부진의 정의와 예측에서는 선

구성원 관계, 공․사교육비, 과정변인을 학부모에

행연구들을 하위 영역으로 다시 분류하지는 않고

는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양육교육방식, 학부모

개관하고 있다.

특성, 역할기대를 포함시켰다. 학교변인은 학교와

비교적 최근의 연구까지 개관한 Arbona(2000)는

학급으로 분류하고, 학교에는 조직풍토와 학교장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

지도성을 학급에는 학급풍토와 학급규모를 포함

aged children: Precursors to career development’라는

시켰다. 교사변인은 교사라는 하나의 하위변인만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3rd ed.)에 실린

두었고, 여기에 배경 특성, 역할기대,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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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성을 포함시켰다. 학생변인에 포함된 변인이

를 예언하는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대표적 요인

가장 많았는데, 지적 특성, 정서, 자아인식, 동

인 지능, 학습태도, 과외, 학교환경, 가정환경, 사

기․태도․습관의 4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지적

회환경 등 6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그 상대적인

특성에는 지능, 창의성, 인지양식, 메타인지를, 정

중요성을 비교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서에는 불안․스트레스, 소외, 욕구, 성격인성을,

고 할 수 있다. 지능에는 지능지수와 지능단위,

자아인식에는 자아개념, 귀인성향, 내외통제 자기

학습태도에는 노력과 집중력, 과외는 개인과외와

규제, 기대지각, 학습무기력, 사회성, 진로인식을,

학원과외 여부, 학교환경에는 학생의 질과 교사의

동기․태도․습관에는 학습동기, 태도, 학습습관,

질, 가정환경에는 부모관심, 부모의 학력, 부모의

적성․흥미를 포함시켰다. 교수-학습변인은 교수,

직업, 사회환경은 지역을 각각 지표로 정하였다.

학습, 평가로 분류하고, 교수에는 탐구학습, 컴퓨

또한 이해명(2001)은 그 상대적 중요성을 중학생

터 보조학습, 수업방법, 방송수업, 발문수준을, 학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보

습에는 선수학습, 학습전략․방법, 학습의 양을,

고, 지능 및 가정환경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로 다

평가에는 평과와 피드백을 포함시켰다.

른 20개 집단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학업성취 관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 중학교 22개

련변인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학업성취에

교, 고등학교 26개교에서 3,354명을 표집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가장 큰 효과크기

연구결과 중 전체집단에서의 학업성적 결정 구조

를 지닌 변인군은 교수-학습변인군(e.s=.69)이었고,

를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학

다음으로 학생변인군(e.s=.47), 교사변인군(e.s=.42),

업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의 순서가 지능지

가정변인군(e.s=.33), 학교관련 변인군(e.s=.25)의

수(.67), 지능단위(.65), 노력(.60), 집중력(.56),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각 변인군들 속에

의 직업(.32), 부모의 학력(.31), 사회환경(.29)로 통

포함된 세부 변인들 중에서는 메타인지(e.s=1.84),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

가정의 과정변인(e.s.=1.40), 학생의 기대지각(e.s.=

났고 학교환경(.19)과 과외(.19)는 통계적으로 유의

1.24), 지능(e.s=1.11), 교사의 직무만족(e.s=1.06),

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e.s.=-.97), 선수학습(e.s.=.96) 등이

경우,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조금 다른데, 지능지수(.73), 지능단위(.70), 학생의

타났다. 반면, 학교변인에 포함된 모든 세부변인

질(.57), 집중력(.54), 노력(.49), 사회환경(.37), 부모

들과 공․사교육비, 학부모 특성, 불안․스트레스

의 직업(.33), 부모의 학력(.31), 과외(.22) 등의 순

는 상대적으로 평균효과크기가 작았다.

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관심(.1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 결정구조 검증
토착심리학에서의 학업성취 결정구조 제안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
구들이 개별 변인과 학교성적과의 관계에 치중되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은 우리나라의 토

어 있음을 비판한 이해명(1998, 2001)은 학업성적

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변인을 학업성취도 과정

의 결정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업성취

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업성취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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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조를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과

이 연구에 포함된 학업성취도의 중요한 결정요

같이 다양한 연구를 종합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

인은 부모자녀관계, 학습자의 특성, 과거의 성취

지만, 학업성취 결정 요인 중 부모자녀관계에 관

도로 대별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에는 다시 부모

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고, 다른 학업성취 결정

의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자녀에 대한 기대, 부

요인과 함께 그 상대적인 중요성을 3년간의 종단

모와의 관계(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부모에 대한

적 자료로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특

존경심) 등을, 학습자의 심리특성은 자기조절학습

히,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효능감(인내와 노력)과 성취동기(성취에 대한 열

학생들의 학업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망)인 심리적 특성과 공부시간인 행동적 특성 등

또한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

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각 변인의 선정과정은

할 때, 이 연구가 학업상담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경험적 연구결과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

고 할 수 있다.

육에 대한 성취의식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박영

그림 3.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박영신 외, 2004, p.4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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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김의철, 2002)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3의

호소문제 분류

경로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의 성
취도는 현재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새로운 학업문제 유형분류는 학업과 관련된 다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직접적인 효과와 더

양한 문제를 포괄하면서 증상, 원인, 개입에 대한

불어 자기조절과 성취동기를 통한 간접효과도 확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

인되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해 밝혀진 다양한 학업문제의 호소내용과 학습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부모자녀

진의 원인을 하나의 분류 틀 속에 담아야 할 것

관계에서는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은 성취동기

이다. 다양한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해 알고 있

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

더라도, 각각의 원인이 내담자의 어떤 호소내용과

쳐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

관련되는지 연결하지 못하면 차별화된 진단도 어

막으로 자기조절효능감과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의

렵고 차별화된 개입도 어렵다. 지금까지 몇몇 유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형화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연결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인 중심의 유형화는 개념적으로

학업문제 유형분류 제안

원인별로 분류를 하고, 호소내용 중심의 유형화는
호소내용의 유사성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

지금까지 살펴본 학업관련 문제 분류와 학습부

에 실제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들의 학업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광범위하여 어떤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화가

하나의 간단한 모형으로 요약하는데 어려움이 있

요구되는데, 그 한 가지 대안은 호소문제 유형을

다. 이것이 지금까지 학업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이

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의 성립

다. 이 시도는 상담실제의 발달 초기 분류방식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학업상

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erezin(1957)은

담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

Williamson과 Darley(1937)의 호소문제별 분류와

기보다는 상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업상담

Bodin(1947)의 문제원인별 분류를 통합하여 이차원

을 진행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만드는 일은 앞

적 분류를 제안하였다. Apostal과 Miller(1959)는 이

으로 상담분야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

를 이어 2차원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사례 적용을

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지

통해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호소문제

금까지의 중요한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선행연구

축에는 진로문제, 정서문제, 교육문제를 문제원인

의 핵심적 요소들을 통합한 새로운 학업문제 유

축에는 자신에 대한 정보부족, 환경에 대한 정보

형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학업문제 유형

부족, 동기적 갈등, 타인과의 갈등, 기술의 부족을

분류의 구안에서는 문제분류체계의 기능과 좋은

두었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 미주리대학의 상

문제분류체계의 기준점(Hoghughi, 1992)을 근간으

담실을 찾은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한 결과를 분

로 삼을 것이다.

석한 Callis(1965)는 한 내담자가 하나의 호소문제
에 하나의 원인을 갖는 경우보다 여러 문제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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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갖거나 여러 원인을 함께 갖는 경우도 많다

것인가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요인

고 보고하였다. Apostal과 Miller의 분류는 상담실

으로 요약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을 찾는 모든 내담자의 문제를 포괄하는 문제유

이다. 포괄성과 경제성을 절충한 효율적 유형분류

형분류로 그 내용을 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

를 위해 먼저 학습부진 요인을 요약해 보고자 한

는 어렵고 호소문제 축과 문제원인 축의 이차원

다. 학업성취도는 교육의 중요한 지표로 교육과

적 분류라는 틀을 응용하고자 한다. 학업상담 영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역에서는 홍경자, 김창대, 박경애, 장미경(2002)이

하고 있는 영역으로 상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제안한 분류가 이러한 시도에 가장 가까운데, 하

개인 변인과 변화가 쉽지 않은 환경 변인이 모두

나의 호소문제에는 하나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이란 모든 학생

만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들의 발달과업으로 학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극복하기 위해 한 축에는 호소문제를 한 축에는

위기나 어려움은 학업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적응

학습부진 요인을 나열하고 서로 교차시켜 보려고

을 조력해야 하는 분야로도 학업은 중심이 된다.

한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상담이 학업상담

이를 위해 먼저 이차원을 구성할 각 축을 정리

과 관련되고 이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해야 할 것이다. 호소문제 차원을 정리해 보면,

로 포함시킬 경우 더욱 더 방대해 진다. 그러나

김창대, 이정윤, 이영선, 남상인(1994)이 제안한 12

학업상담 전문가의 어려움은 상담에서 중요한 변

가지 학업문제의 호소문제는 자료수집 방법이나

화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현재 내담자의

분석에 있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학업문제를 조망

학업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인이 영향

하고 있어 유형분류의 기초로 삼을 만하다. 또한

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신을진(2005)의 방해요소 군집도 문제를 분류하는

하는 변인도 존재한다. 상담자가 직접 변화시킬

기초로 삼기에 타당한 연구이다. 이 두 가지 유형

수 있는 개인 변인과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문제

을 반영하면, 시험불안, 공부 자체에 대한 회의와

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환경 변인을 구분하

의문, 집중력 부족, 성적 저하 및 저조로 인한 걱

는 것은 이미 Rogers(1942)도 구분했던 중요한 기

정과 스트레스, 공부방법 문제, 공부에 대한 반감,

준이다. 내담자의 개인 변인 중에서도 장애와 같

노력은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름, 능력 부족, 공부

이 비교적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환경변

습관 미형성,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 성적에 대

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이 상담에서

한 집착, 성적으로 인한 관계에서의 문제, 낮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학습효능감, 다른 활동과의 갈등, 신체적․물리적

내담자의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 변인으로 분류하

환경 등 1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고, 이를 다시 변화 가능한 변인과 비교적 변화시
키기 어려운 변인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는 방법

학습부진 요인 분류

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와 같이 개인-환경,
변화-불변의 두 개 축으로 변인을 나눠보면, 상담

다음으로, 학습부진의 요인 축을 정리하고 한

자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부진 요인은 매우

이해하고, 주로 1사분면의 요인들에 집중하고 나

다양하다. 이러한 학습부진 요인을 모두 포괄할

아가 2사분면의 요인들의 변화를 촉구하여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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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가능)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성취압

기초학습기능, 선수학습, 학습동기, 학습

력,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형제와의

전략, 성격, 공부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

경쟁

한 지각, 불안, 우울, 비합리적 신념, 자아
개념, 공부시간

(환경 변인)

(개인 변인)

부모의 지위변인, 가족구조의 변화, 학교

지능, 적성, 기질, 인지양식

풍토, 교육과정, 교사의 교수법, 학습과제,
학교시설, 시험형식, 경쟁구조, 사교육

(변화불가능)

그림 4. 학습부진 요인 분류의 예

자의 변화를 조력할 것이다. 특히, 3사분면의 요

와의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형제 경쟁)

인들의 경우 내담자의 학습부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입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

호소문제와 학습부진 요인의 통합 분류

는 부분은 거의 없으므로 학업문제를 분류하는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15가지 호소문제

1, 2, 4분면에 제시된 학습부진 요인을 통합적

를 한 축에 두고 다른 한 축에 15가지 학습부진

상담이론의 문제 파악의 단계에 맞춰 범주로 분

요인을 나열하여 서로 교차시켜 학업문제를 파악

류해 보고자 한다. 문제의 원인을 다면적으로 평

하는 이차원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문제의 특성을 인지, 정

는 각 호소문제의 특성을 기술한 선행연구의 내

서, 행동, 환경으로 분류하는 통합적 접근이다. 여

용을 근거로 관련 요인을 추론하여 각 호소문제

기에 학습부진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별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표 2와 같이

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요인이 한 가지 더

표시해 본 것이다. 한 가지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부진의 요인을

자가 한 가지 원인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능력, 인지, 정서, 행동, 환경의 다섯 가지로 다음

원인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

과 같이 범주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니라 하나의 원인이 여러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능력 요인: 지능, 기초학습기능, 선수학습, 적
성, 인지양식

수도 있다. 실제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이 틀에 따라 파악해 보면, 한 호소문제에 한 가

․인지 요인: 공부에 대한 태도․동기, 부모의
기대에 대한 지각, 공부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
․정서적 요인: 우울(학습된 무기력), 불안, 성취

지 원인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호소문제를 여러 원인에 걸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담자는 주로 호소문제 중심으로 자신의 문제

․행동적 요인: 학습전략, 공부시간

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담에서 상담목

․환경적 요인: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부모

표를 설정하거나 개입전략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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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담을 통해 변화가 어려운 변인들의 경우 문제의

따라서 표 2에서 제시한 이차원적 분류로 내담자

이해와 다른 조력서비스와의 협조에 대한 중요한

의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은 먼저 내담자가 호소

정보로 사례개념화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

하는 문제영역을 정하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만, 상담목표 설정 단계와 개입 단계에서는 인

원인 축을 점검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

지적, 정서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고 앞서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담을 통해 변

야 할 것이다.

화시키기 어려운 환경변인들도 점검해야 한다. 상

표 2. 호소문제와 학습부진 요인
능력 요인
지능

기초 선수
학습 학습

인지적 요인

적성

인지 태도 및 기대 비합리적
양식

동기

지각

시험불안

○

회의
집중력

걱정과

공부방법

스트 학습 공부 물리적 심리적
레스 전략 시간

○

○

○

○

○

○

○

○

○
○

○

○

○
○

습관

○

미형성
동기부족

○

○

성적집착

○

○

○

○

대인관계
낮은 학습
효능감
다른 활동과
갈등

환경

○

○
○

○

환경

○

○

공부반감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

○

○

스트레스

능력부족

우울 불안

○

부족

성적 안오름

신념
○

공부 대한

노력해도

정서적 요인

○
○

○

○

○

신체적,

○

○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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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국면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러한 최근 연구동향들이 메타연구를 통해 정리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

기를 기대한다.

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될 때

셋째,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가능한 많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이 포괄하려는 의도 때문에 호소문제와 학습부진

지금까지 학업문제 분류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

요인이 각각 15개씩으로 경제성과 간명성면에서

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면서 개별 연구를 나

단점을 갖는 분류이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이 분

열하는데 그친 면이 있다. 즉, 학습이론의 이론적

류틀로 분류해 보면서 공통된 요소를 통합하는

틀을 근거로 하거나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안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

분류가 대상의 특성(연령, 성별, 학교급, 성적 수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학업상담에서 기울

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도 역시 사례에

여 온 노력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인데,

직접 적용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론적 틀을 먼저 제안하고 임상적 현장을 보는

이 연구에서 제안된 학업문제 유형분류가 경험적

접근도 앞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넷째, 호소문제별 학습부진 요인은 그 호소문

관한 연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학업성취도

제의 원인 또는 요인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결정요인에 관한 리뷰 논문과 다양한 학업성취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의 상담경험과 선행연

결정요인을 동시에 포함시킨 연구에 국한하여 정

구에 근거하여 가장 대표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리하였다. 그러나 인용한 리뷰 논문의 경우 최근

표 2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호소문제별 관련 요

연구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보다 다양한 영역의

인 또는 원인이 이것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연구를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학업성취도

따라서 이 부분도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변인별 상

할 것이다.

대적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이 연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후속연구로 제안한

타당성이 확인된 학업문제 유형분류의 틀을 제시

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학

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상담현장에서 제안

업성취도 결정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던

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잠정적인 제안을 한 것에

연구(오성삼, 구병두, 1999) 이후 10년 가까이 진

그쳐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

행된 연구들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

기를 기대한다. 최근 여러 가지 패널연구를 통해

로 학업문제 유형분류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 틀

종단적 자료도 수집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도

의 제시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경험

제안한 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업문제 유형

하는 학업과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최근에 활

분류의 대안들이 상담에 적용되면서 상담실무자

발해진 연구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들의 피드백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습에 관한 뇌과학 접근

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국

도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

의 청소년상담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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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분류의 틀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
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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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Taxonomy of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

Hwang, Mae-Hya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needs for counseling for personal psychological adjustment are ever
increasing. To meet this needs, the practitioners in counseling have continuously pursued the ways to find out
the way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and the differential treatment for more efficient therapy. This study focused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ifficulties and counseling services for them. Based on two-way classification
scheme suggested Berezin(1957), a new taxonomy of academic achievement difficulties for Korean students was
developed. The two dimension scheme consisted of both problem and cause. To do this, literatures in the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taxonomy of academic achievement difficulties were review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each category for each dimension(problem and cuase) was selected and a new taxonomy
of academic achievement difficulties for Korean students was suggested.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taxonomy, school counseling, Korea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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