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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중심으로
*

조은별**․ 박수원***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등학생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학습시간을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으
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두 유형의 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21,390명과 고등학교 1학년 29,6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직접효과는 사교육시간에 비해 적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능력을 매개
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컸기 때문에 총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
집단보다는 중학생 집단에서 학습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공부시간이 사교육시간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
서 학업성취에 보다 긍정적이며, 각 학습시간 동안 학습자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
력과 같은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시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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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습의 결과인 학업성취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환경 전반이나 개인 특성 등을 폭넓게 포함하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학습은 학교의 수업 참여 이외에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 전체를 의미하며, 상당한 인지적 활동과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Thomas, Iventosch, & Rohwer, 1987). 이러한 관점에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부의 양
과 질은 학교수업이라는 공통적인 학습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학업성취의 개인차를 드러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Matthews, 1996; Squires, Huitt, & Segars, 1981). 특
히 어느 사회보다도 국가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에서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김경근, 2005; 박도영․
박 정․김성숙, 2001). 즉 학교수업 이외에 어떠한 학습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는가의 문제는
학업성취의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
한 이해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국 교육에서 학업성취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수업 외의 학습시간은 개인공부와 사교
육을 구분하여 주로 다루어져왔다. 서구의 연구들이 방과 후 활동의 구성 내용, 방학과 학기 중
학습시간의 비중 등에 관심을 둔 것과 비교하여, 국내의 연구들은 학생 스스로 공부한 시간과
사교육시간의 비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백병부․황여정, 2011).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수업 외 학습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로 통계청(2016)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80.7%, 중학생 69.4%, 고등학생
50.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여율은 전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교육
경쟁력에서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박경미․최승현․노국향, 2002) 학습에 투자한
시간을 고려한 학습 효율성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실
정을 반영한다면, 학습시간을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으로 구분하고 각 학습시간에 발생하는
학습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교육의 실정 및 변화 방향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의 맥락에서 학습시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개인-환경요인의 작용으로 학습시간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도영, 2015; 박민자․손문금, 2007; 조혜영․이경상, 2005;
Bianchi & Robinson; 1997; Hilbrecht, Zuzanek, & Mannell, 2008). 이 때 학교급의 변화는 개인의 발
달적인 변화는 물론 학교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급에 따라
학습시간의 양과 내용에는 차이가 발생한다(김성식․송혜정, 2013; 박민자․손문금, 2007; 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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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유소이, 2002). 따라서 학습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청소년
의 발달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시간 관리의 차별적 접근 방안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학습시간의 효과는 학습시간의 유형에 따라 그 접근 양상이 차별적인데, 특히 사교육시
간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국내 연구에서 학생
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학생 70.3%, 학부모 59.6%)이
라고 인식하며(김양분․김미숙, 2002), 사교육 기회의 차이가 성적의 차등과 관련성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고 있다(정영애․김정미, 2002). 실제로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사교육과 개인공
부 모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조혜영․이경상, 2005)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는 긍정
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무
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연구 역시 다수 진행되었다(박현정․신택수․하여진․이준호, 2011; 반상
진․정성석․양성관, 2005; 한대동․성병창․길임주, 2001). 예를 들면 사교육 경험에 따른 성적
격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거나, 오히려 입시와 직접 관련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함께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구자억․김양
분, 2002; 김양분, 2002).
이러한 학습시간 효과에 대한 논란은 개인공부시간이나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학습시간의 양적인 확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들 변인 사이에 존
재하는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자기조절능력, 내재적 동기, 학습흥미 등 학습자의 개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내재적 동기와 학습흥미가 높은 경우에는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높기 때
문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Singh, Granville, & Dika, 2002),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을
수록 학습시간 동안 스스로의 동기, 행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이기종․곽수란, 2010; 이현주, 2012; Eshel & Kohavi, 2003). 즉 학습시
간은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개인 특성과 연동하여 학업성취의 차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
다.
이 때 학습자의 개인 특성으로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은 학습시간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내리는 판단(Bandura, 1986)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이다. 이와 비교하여 행동조절능력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하
위요인으로서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통제
하고 주어진 학습시간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학습자
의 행동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한정선․김세영, 2006). 우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에
서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은 나타내고 있으며(김아영․차정은, 2003; 김종한, 2001; 신종호․신태
섭, 2006; Pajares, 1996; Zimmerman, Bandura, & Matinez-Pons, 1992) 자기주도적인 학습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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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허은영, 2010). 따라서 학습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이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향상이나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행동조절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는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문제해결 활동을
지속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김현숙․김화중, 1998; Brunstein & Olbrich, 1985), 자기조절전략을 습
득하는 학습경험을 통해 행동조절능력은 향상될 수도 있다(Sawyer, Garaham & Harris, 1992). 즉,
자기조절능력 중 일부로서 행동조절능력 역시 개인의 학습경험과 학업성취 결과를 매개하는 요
인으로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개인공부시간은 학습자 개인의 자율성, 내재적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경험과의 관련
성이 보다 높다는 점에서(한국교육개발원, 2002) 학업성취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 이에 사교
육시간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개인 특성을 함께 분석함으로
써 구체적인 기제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시간의 유형을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으로 구분하고, 각 학습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이라는 개인 특성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가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서 학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공부와 사교육이라는 학습시간의 상대적인 효과 검증은 물론, 개인
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학습시간의 결과로 접근함으로써 개인공부와 사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학습경험의 속성들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급에 따라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이 각각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
감,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시간 유형과 학업성취
학습시간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투입 요소로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 118 -

조은별․박수원 / 청소년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중심으로

김경근, 2005; Larson & Verma, 1999). 특히 학년이 증가하면서 공통적으로 수업시간이 증가한다
는 점에서 각 개인 학습자가 어떠한 유형의 학습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느냐의 문제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Berliner(1990)는 학습시간이 학교학습시간과 가정학습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학교학습시
간 중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시간과 학업에 몰두한 시간이 서로 중첩된 부분을 학업학습시간
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학습시간은 학업학습시간, 학교학습시간, 가정학습시간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서민원, 2000; 조한익, 2007). 여기에 더욱 세분화하여, 학교수업 이외
의 학습시간은 학습자가 도서관이나 학원 등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개인공부시간과 과외나 학원에서의 이루어지는 사교육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종․곽수란, 2010).
학습시간 중 개인공부시간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과 시간을 관리하는 지속적인 자기조
절학습의 성격을 가진다(Thomas et al., 1987). 또한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공부시간과 학업성취 간에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강만철 1991; 박도영 등, 2001; Keitz, 1982), 공부시간과 성취
수준 간에 상관이 거의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정택희 1987; Delucchi, Rohwer, & Thomas, 1987;
D'Ydewalle, Swerts, & Corte, 1983). 혹은 개인공부가 사교육 및 학교수업과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
의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곽수란, 2008; 조혜영․이경상, 2005). 이러한 혼재된
결과들은 공부시간 측정의 문제와 함께, 공부시간의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강
만철, 1991). 즉, 공부시간 자체 보다는 집중하는 정도나 어떠한 학습방법을 이용하는지가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일혁․강상진, 2005).
한편,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사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왔다. 사교육은 정규 수업을 제외한 각종 학원수강과 과외, 그리고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의미
한다(박재규, 2000).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정영애․김정
미, 2002; 조혜영․이경상, 2005), 효과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연구들(반상진․정성석․양성관,
2005; 한대동 등, 2001),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구자억․김양분, 2002; 김양분,
2002; 이찬영; 2008)이 상충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부정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에서는 긍정적이었으며(남기곤, 2008), 하위권 학
생들보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강상진․차인숙․정지영․박서홍, 2008), 고학년보다 저
학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상진 등, 2008). 따라서 사교육의 효과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시간 투입의 정도에 대한 추
가적인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학습시간은 개인요인 및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연령에 따라 학습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지만 이외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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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시간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자․손문금, 2007; 최남숙․유소이,
2002).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입시 준비 등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학교수업 시간이 늘어났으
나, 이 외의 공부시간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 양상
에 대한 차이들을 규명한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며(Hilbrecht et al., 2008),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습시간의 양은 많지만(박민자․손문금, 2007), 사교육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박철성, 2011; 조혜영․이경상, 2005). 이 밖에도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
준 등 가정환경 역시 학습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조영진․권순형․김도
기․문영빛, 2015; Bianchi & Robinson, 1997; Fuligni & Stevenson, 1995; Timmer, Eccles, & O’Brien,
1985).

2. 학습시간 유형과 학업성취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행동조절능력의 매개역할
학업적 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 중에서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 실행하면서 자
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청소년기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을 갖는 중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한, 2001; Pajares, 1996; Zimmerman, Bandura, & Matinez-Pons, 1992). Multon, Brown 그리고
Lent(1991)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수행의 14%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 있다(김아영․차정은, 2003; 신종호․신태섭, 2006).
학습시간 유형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이들의 관계
는 자기주도학습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변화 가능성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주도학습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의 결과로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판단을 가질 수
있다(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이러한 자기주도학습 초기의 성공경험은 긍정적
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학업향상을 가져오는 반면, 초기의 실패경험은 부정적인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이 자기효
능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한다(김아영, 2007; 허은영, 2010). 따라서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공경험을 하는 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공부시간의 증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형성을 통해 학업성
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비교하여, 사교육시간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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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사교육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다루지
는 않았으나, 상경아, 박현정 및 강주연(2008)은 3년 동안 계속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업 심
리적 특성이 우수하며 3년 동안 그 특성이 유지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1학년 때에만 사
교육을 받았거나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은 학업 심리적 특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
인 되었다. 또한 사교육은 자기관리와 정보처리를 포함하는 학습기술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이윤정․이유나․이상수, 2012). 연구자들은 사교육이 자기조절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말한다. 학습능력의 발달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가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지므로 사교육시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행동조절능력
행동조절능력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통제하고, 주어진 학업시간을 관리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한정선․김세영, 2006).
우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해 내는 능력이다(정미경, 2003; Zimmerman, 1990). 학습에서 자기조절의 정도가
학습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기조절 노력을 자주, 다양하게 보이는 학습자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룬다(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1989). 초기의 연구들은 인지적, 동기적 측면에 초
점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자기조절학습의 기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행동적 차원
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도재우, 양용칠, 2011; 양명희․황정규, 2002). 즉,
인지, 동기와 같은 내부적 요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착수하도록 하는 요인이라면, 행동적
차원의 요인들은 실제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방해가 되는 요
인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다(Kuhl, 1985). 실제로 행동통제 능력이 뛰어난 학습
자들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즉각적 만족을 인내하
였다(김현숙․김화중, 1998). Brunstein와 Olbrich(1985)는 행동통제가 우수한 학습자는 실패경험 후
에도 문제해결을 지속한다고 보고하였다.
학습시간과 행동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개인공부, 사교육 모두와 대체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
낸다. 개인공부시간은 학습자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학습을 계획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
조절학습의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에서(Thomas et al., 1987) 개인공부가 행동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현주(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조절학습과 공부시간이 밀접한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시간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습득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경아와 백순근(2005)의 연구에서는 간헐적으로 과외를
받는 집단과 지속적으로 과외를 받는 집단, 과외를 받지 않는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과
외의 경험을 가지는 두 집단이 교과에 대한 태도나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정의적 특성이 더 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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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원이 문제풀이 요령습득,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 촉진 등 자기조절전략과 관련된 전략을 습득하는 데 사교육이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영화, 2004). 이는 효과적인 학습전략 훈련을 통해 학습기술을 익히
고 학습에 자발적으로 동기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습부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Sawyer, et, al., 1992).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이 학업적 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이용
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단계 비례층화 군집표집 방법에 의
해 표집된 중학교 3학년 학생 21,390명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9,698명의 설문자료와 검사동등
화 과정을 거친 성취도 척도점수를 사용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활동 영역 중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학습
방법 영역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4문항, 행동조절능력 3문항,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네 과목의 척도점수를 이용하였다. 설문 변수의 세부 변수명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의 경우 시간 소요의 정도에 따라 1=‘하지않음’, 2=‘1시간 미만’,
3=‘1～2시간 미만’, 4=‘2～3시간 미만’, 5=‘3시간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
의 편의를 위해 0=‘하지않음’, 1=‘1시간 미만’, 2=‘1～2시간 미만’, 3=‘2～3시간 미만’, 4=‘3시
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은 제시된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조절능력의 경우 개별 변인의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모두 역코딩하였다. 학업성취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영
어 과목의 검사동등화과정을 거친 성취도 척도점수를 사용하였다. 성취도 척도점수는 원점수를
변환하여 전체 점수대별 조건적 측정오차 크기가 동일하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특정 값에 고정
함으로써 점수에 대한 규준적 해석이 가능하다(성태재․송미영․전현정,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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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설문지
영역 문항내용
문항 내용
(신뢰도)
변수명
※ 방과 후에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하루에 어느 정도 합니까?
s9_1
방과 개인공부
시간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한다.
후
활동 사교육
s9_3
∙사교육(예: 학원, 개인 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을 받는다.
시간
s13
∙나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빨리 배우는 편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학업적
수 있다.
자기효능감 s16
(중=.75;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
s20
학습 고=.72)
결시킬 수 있다.
방법
s24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행동조절 s12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도 시작하기 어렵다.
능력
s15
∙나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하던 공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중=.60;
s23
∙나는 공부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고=.60)
국어성취점수 kor_ss
학업 수학성취점수 mat_ss ∙검사동등화 과정을 거쳐 변환된 성취도 척도점수
성취 과학성취점수 sci_ss
영어성취점수 eng_ss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구안된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은 각각 성취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개인공부
시간
사교육
시간

학업적
자기효능감
행동조절
능력

[그림 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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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변수별 기술통계 및 상관
표 2>에는 각 측정 변인들의 중학교 집단, 고등학교 집단별 기술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편포도 2 미만, 첨도 4 미만의 정상분포조
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
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투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

<표 2> 변수별 기술통계치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구인

변수명

개인공부시간
사교육시간

s9_1

1.55

1.171

0.487

-0.512

1.43

1.116

0.528

-0.345

s9_3

2.09

1.633

-0.159

-1.584

1.46

1.463

0.394

-1.286

s13

2.33

0.716

0.263

-0.082

2.27

0.668

0.318

0.156

s16

2.66

0.723

-0.228

-0.137

2.64

0.687

-0.254

-0.051

s20

2.47

0.757

-0.024

-0.357

2.42

0.723

0.018

-0.284

s24

2.12

0.727

0.381

0.088

2.08

0.693

0.412

0.340

s12

2.33

0.834

0.191

-0.512

2.26

0.814

0.236

-0.429

s15

2.12

0.805

0.422

-0.205

2.05

0.772

0.475

-0.002

s23

2.23

0.818

0.230

-0.476

2.14

0.798

0.300

-0.386

kor_ss

260.03

8.282

-0.169

-0.385

360.98

8.637

-0.093

-0.309

mat_ss

262.02

9.055

0.512

-0.617

361.08

8.946

0.448

-0.563

sci_ss

261.55

8.206

0.504

0.241

359.14

7.987

0.138

-0.590

eng_ss

261.82

9.270

0.467

-0.473

362.96

10.058

0.665

0.081

학업적
자기효능감
행동조절
능력
학업성취

대각선 아래는 중학교, 대각선 위는 고등학교 집단의 변수 간 상관계수임, s9_1=개인공부시
간, s9_3=사교육시간, s13, s16, s20, s24=학업적자기효능감 4문항, s12, s15, s23=행동조절능력 3
문항, kor_ss=국어성취점수, mat_ss=수학성취점수, sci_ss=과학성취점수, eng_ss=영어성취점수, 모
든 상관계수들은 .001이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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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표 3> 변수 간 상관계수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s9_1

1

.250

.189

.257

.243

.199

.285

.217

.167

.306

.333

.312

.338

(2) s9_3

.149

1

.155

.148

.162

.160

.089

.063

.045

.237

.323

.265

.297

(3) s13

.241

.227

1

.395

.404

.461

.184

.078

.135

.271

.305

.302

.292

(4) s16

.299

.190

.424

1

.406

.316

.230

.126

.142

.295

.258

.279

.280

(5) s20

.272

.218

.434

.437

1

.386

.212

.141

.121

.294

.302

.326

.300

(6) s24

.222

.182

.484

.360

.404

1

.190

.132

.144

.219

.320

.288

.255

(7) s12

.300

.117

.207

.255

.238

.210

1

.327

.364

.192

.235

.216

.225

(8) s15

.214

.051

.097

.137

.147

.141

.326

1

.302

.142

.157

.158

.165

(9) s23

.163

.031

.132

.135

.118

.133

.354

.310

1

.098

.144

.129

.139

(10) kor_ss

.291

.234

.330

.379

.327

.238

.220

.148

.105

1

.671

.697

.701

(11) mat_ss

.316

.313

.378

.345

.345

.358

.252

.160

.144

.706

1

.780

.742

(12) sci_ss

.291

.254

.366

.354

.351

.313

.242

.153

.148

.728

.785

1

.680

(13) eng_ss

.368

.322

.358

.378

.338

.278

.265

.172

.139

.730

.746

.676

1

2.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개
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 중 어떠한 학습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4>
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개인학습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표 4>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학습시간 차이분석
학습시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개인공부시간
1.55
1.17
0.01
사교육시간
2.09
1.63
0.01
개인공부시간
1.43
1.11
0.01
사교육시간
1.46
1.46
0.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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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설모형의 적합도 비교
형태동일성 검증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기저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집단 간 제약 없
이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중학생 집단:  (41)=3167.00, TLI=.945, CFI=.966, RMSEA=.059, 고등학생 집단: 
(41)=3100.22, TLI=.955, CFI=.972, RMSEA=.050). 따라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모두
동일하게 고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는
.930 CFI는 .953로, RMSEA는 .04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단별로 같은 수준의 요인계수에 동일
2)

<표 5>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모형 2: 측정동일성
CI=90% 신뢰 구간



df

TLI

CFI

RMSEA[CI]

10412.987

116

.927

.954

.041 [.041 .042]

10626.082

124

.930

.953

.041 [.040, .041]

<표 6> 모형의 성취 집단별 모수 추정치
중학교
고등학교

모수
B
β
B
β
개인공부시간 → 학업적 자기효능감
.150
.355
.124
.306
사교육시간 → 학업적 자기효능감
.079
.263
.053
.172
개인공부시간 → 행동조절능력
.189
.395
.191
.390
사교육시간 → 행동조절능력
.024
.070
.008
.021
개인공부시간 → 학업성취
.703
.120
1.024
.164
사교육시간 → 학업성취
.679
.161
.938
.197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업성취
6.848
.491
6.251
.405
행동조절 → 학업성취
1.485
.121
1.442
.114
p < .01 p < .001, B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화계수, C.R. = Critical Ratio
**

차이검증 C.R.

***

***

6.386***

***

***

8.809***

***

***

0.369---

***

**

4.125***

***

***

5.363***

***

***

6.844***

***

***

3.795***

***

***

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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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약을 가하는 측정동일성 제약 후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면, 집단 간에 교차
타당성이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집단 간의 회귀계수를 동등한 수준으로 해석 할 수 있다(김주
환․김민규․홍세희, 2009). 이에 근거하여 집단 간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계수들은 유의한 영향력
을 가졌다.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과 고
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개인공부시간이 사교육시간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차이 검증 Critical Ratio 값 > 1.96, p < .05). 즉, 개인공부시간이 사
교육시간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수행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
절능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①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 간 관계
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중학교=37.336, p < .001, Z고등학교=33.111, p < .001; ② 개
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 Z중학교=13.431, p < .001, Z고등학교
=14.329, p <.001; ③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중학교
=32.303, p < .001, Z고등학교=23.899, p <.001; ④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행동조절능
력의 매개효과: Z중학교=6.947, p < .001, Z고등학교=2.625, p =.009). 붓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모든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이 하한값과 상한값에 0을
<표 7>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중학교
고등학교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효능감
.355
.355
.306
.306
개인공부 학업적
행동조절능력
.395
.395
.390
.390
시간
학업성취
.120
.222
.342
.164
.168
.332
자기효능감
.263
.263
.172
.172
사교육 학업적
행동조절능력
.070
.070
.021
.021
시간
학업성취
.161
.137
.299
.197
.072
.269
학업적
학업성취
.491
.491
.405
.405
자기효능감
행동조절
학업성취
.121
.121
.114
.114
능력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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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본 연구 모형의 각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7>과 같다. 중학생 집
단의 경우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효과는 .342,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효과는 .299였으므로, 개인공부시간이 사교육시간에 비해 학업성취에 높은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 집단도 개인공부시간이 성취에 미치는 총효과는 .332, 사교육시간이
성취에 미치는 총효과는 .269로 개인공부시간이 성취에 미치는 총효과가 컸다. 특히 개인공부시
간의 경우,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중학교 .120, 고등학교 .164)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혹은 행동조절능력을 통한 간접효과(중학교 .222, 고등학교 .168)가 더 큰 반면, 사교육시간은 학
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중학교 .161, 고등학교 .197)가 간접효과(중학교 .137, 고등학교 .072)보
다 컸다.
구조동일성 검증
개인학습시간 및 사교육시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행동조절능력, 학업성취 간의 경로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모형에 존재
하는 8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8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개의 경로를 제외한 6개의 경로에서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두 집단의 모든 경로계수에
대한 차이 검증(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test)을 수행한 결과, 경로계수 동일성 제약에서와 마찬가
지로 2개의 경로를 제외한 6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개인공부시간이
3)

<표 8>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들 간의 집단에 따른 차이 비교
자유도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TLI 변화량
 변화량
변화량
개인공부시간 → 학업적 자기효능감
1
40.702
.000
사교육시간 → 학업적 자기효능감
1
77.569
.000
개인공부시간 → 행동조절능력
1
0.136
-.001
사교육시간 → 행동조절능력
1
16.979
.000
개인공부시간 → 학업성취
1
30.334
.000
사교육시간 → 학업성취
1
47.044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업성취
1
13.534
.000
행동조절능력 → 학업성취
1
0.086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8
12290.383
.072


***
***

***
***
***
***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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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만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를 <표 6>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함께 해석해보면,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중학생의 경우 .36(p < .001), 고등학생의 경우 .31(p < .001)이
었고, 사교육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의 경우 .26(p <. 001), 고등학생
의 경우 .17(p < .001)이었다. 즉 학습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교급이 높
아지면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시간이 행동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에서 사교육시
간의 경우 중학생은 .07(p < .001), 고등학생은 .02(p < .001)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
나 개인학습시간은 두 집단에서 .39(p < .001)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시간이 행동
조절능력을 높이는 정도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지만 개인공부시간은 학교급이 높아
지더라도 행동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중학생의 경우 .12(p < .001), 고등학생의
경우 .16(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은 .16(p <
.001), 고등학생은 .20(p < 001)이었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사교육시간은 개인공부시간에 비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높았고,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 모두 중학생 집단보다
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습시간 유형을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으로 구분하고, 각 학습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이라는 개인 요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제까지 학습시간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학습시간의 구성이나 양적 수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주로 다루어왔다면(강만철 1991; 박도영 등, 2001; 정택희 1987; Berliner, 1990;
Delucchi et al., 1987; D'Ydewalle et al., 1983; Keitz, 1982), 본 연구는 학습시간의 유형에 따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학습시간의 변화를 통한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변화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학교급에 따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발달과 교육 환경
의 변화에 따른 실천적인 교육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한 주요 연구결과 및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효과가 사교육시간의 총효과 보다 크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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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단 두 가지 유형의 학습시간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개인공부시간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서 개인공부시간 보다 사교육시간을 증가시
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단편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상경아, 백순근, 2005; 임천순․박소영․이광호, 2004), 학생의 70%가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김양분․김미숙, 2002).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이라는 인지적, 행동적 개인
특성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양상에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개인학습시간이 미치는 총효과가 사교육시간의 총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개인공부시간은 사교육시간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
력의 향상에도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특히 학습자
의 인지적, 행동적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개인공부시간이 사교육시간 보다 학업성취에 효과
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학습시간의 유형을 고려한 연구들에서 개인공부와 사
교육의 시간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다양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이
라는 연구(강만철 1991; 박도영 등, 2001; Keitz, 1982)가 존재하지만, 명확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는 물론(정택희 1987; Delucchi et al., 1987; D'Ydewalle et al., 1983), 사교육과 비교하여 뚜렷한 영
향이 없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곽수란, 2008; 조혜영․이경상, 2005). 사교육의 경우에는 사
교육 자체의 긍정적 영향(정영애․김정미, 2002; 조혜영․이경상, 2005)과 부정적 영향(구자억․
김양분, 2002; 김양분, 2002)이 모두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 요인과의
관계를 반영한 분석을 통해, 총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개인공부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이라는 개인 요인은 학습자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변인이라는 점에서(김아영, 2007; Bandura, 1986;
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1989), 개인공부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
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은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
이었다. 인지적 차원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학습시간의 증
가와 함께 향상되었고, 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동적 차
원에서 행동조절능력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학습시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학업성취를
향상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은 주로 독립변인이
나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학업시간의 확보로 우수한 학업성취 결과를 획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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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거나(Bandura, 1986),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
감으로 인하여 학습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Multon, Brown, & Lent, 1991). 행동조절능력의 경우에
는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현주, 2012).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인지적, 행동적 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
력은 개인공부나 사교육시간의 확보로 향상되며 그 결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시간 중 발생하는 학습경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향상 여부에 주목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학습시간의 확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판단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이 때, 학습시간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공경험을 포함
하고 있다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김아영, 2007; 허은영, 2010; Bandura,
1986). 또한 학습시간 중 학습전략 및 자기조절전략을 습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학습부진을
극복하여 학업성취를 이끌 수도 있다(Sawyer et, al., 1992).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시간의 양적 확
보에 주력하는 것을 넘어, 학습시간 동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
이 유발되는가의 문제는 학업성취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학습시간의
양적 확보는 물론 질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개변인으로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행동조절능력을 고려할 때, 학습시간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성의 발휘 가능성, 성
공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학습활동, 자기조절전략의 습득 및 연습 기회 등이
유용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개인공부와 사교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
교급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 모두 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반면,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었다. 개인공부시간이 행동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교육시간이 행동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학
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학교급
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으나, 행동조절능력의 효과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
교급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량의 급격한 증가와 입
시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는 국내 교육 환경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
내 학생들은 입시 경쟁 속에서 타인과의 비교와 심리적 부담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효능
감, 혹은 학업적 효능감은 감소하며(김아영, 2010; 소연희, 2008), 학습전략 전반의 점수도 떨어지
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김남순, 이광수, 2011). 특히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사교육을 포함한 학
습시간이 증가하는 이유가 입시 경쟁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므로, 효과의 차이는
- 131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3권 제1호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를 종합하면, 학습시간이 학업성취에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접근 전략으로서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학습시간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개인공부시간의 확보가 사교육시간
의 확보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학교 이외에서의 학습시간은 감소하게
된다(박민자․손문금, 2007; 최남숙․유소이, 2002). 자연히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시간은
학업성취의 개인차를 설명할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개인공부 중심의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학업성취의 방안이 될 것
이다. 두 번째 접근 전략은 보다 이른 시기에 학습시간 동안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개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학습 경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나 행동조절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초기의 성공경험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반면 실패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Schunk, 1991), 행동조절전략을 포함
한 자기조절전략의 습득이 향후 도전적인 과제의 수행을 촉진한다고 보고한다(Zimmerman, 2008).
즉, 학업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등학생 이전의 시기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해당 시기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의
학업성취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내 교육환경에서
사교육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성 역시 제시한다. 대체로 국내 사교육은 학벌지향
적 입시경쟁에서 자녀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학부모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박소진․박병영, 2003). 이러한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타인주도적인 학습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거나, 의미 있는 자기조절능력의 계발 기회가 제한될 경우에 발생
할 것이라 해석된다. 이는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기도 하
다(심미자, 2000; 한국교육개발원, 2002). 물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공부가 보
다 긍정적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사교육시간의 직접적인 효과 역시 확인된 만큼, 사교육시간
이 일방향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이며 학습을 위한 전략을 습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관성 있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습
시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Featherman & Hauser, 1978; McNeal, 1999), 학습자의 이전 학업성취 수
준(조혜영․이경상, 2005) 등이 학습시간 수준 및 관련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인 간의 관계를 이
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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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 사교
육을 받는 시간에 대한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각 학습시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시
간의 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
다. 학습자가 개인공부나 사교육을 선택한 이유, 각 학습시간에 이루어진 개인의 인지적, 정의
적, 행동적 변화 등을 확인한다면 학습시간의 운영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2만 명이 넘는 샘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교육시간이 행동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고려할 때(중학생 .07, 고등학생 .02) 그
영향력은 미약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엄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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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Time
and Achievement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Self-Study Time and Private Tutoring Time

Eunbyul Cho*․Soowo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The present
study divided study time into self-study time and private tutoring time to investigate whether their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would differ. The academic achievement data of 21,390 middle school students and 29,698
high school students were sampled from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The results suggested that academic self-efficacy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both mediate study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lthough self-study time had less 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private tutoring time did, its
indirect effect of mediat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was significant enough to induce greater total
effects than that of private tutoring time. Lastly,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more susceptible to academic self-efficacy mediated by study time. The results
propose that self-study time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private tutoring time for better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is also necessitates the need for improving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enhance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in learning such as academic self-efficacy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relevant to the school grade.
Key words : self-study time, private tutoring time,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behavioral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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