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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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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성 문††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7개 중학교 학생 452명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돌봄과 부-과보호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모-돌봄은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돌봄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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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역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무기력 현
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 2015).
이 연구에서 일반고의 위기 정도에 대해 ‘약간
심각한 위기’ 또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응답
한 학생이 각각 41.0%, 16.2%로 나타났는데, 그
위기의 원인으로 52.2%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생
들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기 때문’
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소극
적인 학습태도가 우려할만한 수준임을 의미하며,
실제 중학교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이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도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무기력의 원
인 중 하나로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강요된 학
습을 들 수 있으며, 강요된 학습의 결과 학생들
은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성의 상실 및 삶의 만
족도 감소를 경험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게 된다(오헌석 외, 2007).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이 자발적이고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탐구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역량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자
신이 수행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
의 과정이다(Knowles, 1975). Brookfield(1985)는 학
습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자기주도 학습
이란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
의 특징적 학습방식으로, 학습과정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나 학습자 내부의
의식 변화’라고 정의하였고, Guglielmino(1978)는
자기주도 학습의 특성으로서, 새로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 및 독립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성, 미래지
향성, 창의성, 기초 학습능력과 문제해결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Candy(1991)는 자기주도 학습을 개인적 특성과 학
습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론적 관점에서 보고 자
기주도 학습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
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율적인 자기 관리능
력의 발달과, 이러한 능력의 발달을 위한 시도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함
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는 과정의 의미를 포함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형태를
파악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학습 속
도에 맞추어 학습을 조절하며,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학습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한다(양명희, 2000). 자기주도성
은 모든 학습자에게 내재된 특성이며, 학습자가
학습의 기회를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인적, 물적 학습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
도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의 수준이 결정된다(유
귀옥, 1997).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
떻게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보이는 등(오헌석 외, 2007)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
는 높은 학업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학
습 방식을 사용하며, 그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이후 학습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Zimmerman & Martinez, 1990).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김지
자, 김인아, 안현미, 2000)으로서 자기주도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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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하
듯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상황적 요인으로서 부모양육태도,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학습관여 및 교사의
리더십 등이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선순, 2012; 김연수,
2008; 김지자 외, 2000; 김현의, 2011; 민정숙,
2011; 박외자, 2009; 변현희, 2014; 조은주, 2012;
지평옥, 2012; 최호승, 2001). 그리고 학습자 요인
으로서 학습동기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력,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이 자
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강승희, 2012; 김명란, 2008; 김선순, 2012;
김현의, 2011; 박주연, 2005; 양애경, 2007; 조유
미, 임성택, 2012; 최인선, 주은지, 2013; 한상훈,
2007).

이 요인들 중에서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며(이원영, 1983), 자녀의 학습
태도 및 학업 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 시기에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의 영향력이 감
소하는 듯 보이지만, 중학생 시기에도 부모는 여
전히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적 요인이다(Lerner, Phelps, Forman, & Bowers,
2009).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은 애정과 적대, 성취와
비성취, 합리와 비합리, 수용과 거부, 자율과 통
제, 그리고 돌봄과 과보호 등 학자들마다 다양하
게 규정되어 왔다. 특히 Parker, Barrett과
Hickie(1992)는 부모양육태도의 기본적 요인을 ‘돌
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요약했는데, 돌

봄은 양극 차원의 요인으로, 한쪽은 애정, 감정
적 온정, 친밀감으로, 반대쪽은 무관심, 냉담, 냉
정함과 같은 태도로 구성되어 있고, 과보호 요인
도 한쪽은 간섭, 과도한 접촉, 통제의 태도로, 반
대쪽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태도로 구
성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를 애정과
합리적 지도, 거부와 강압, 방임, 일관성 있는 규
제로 구분하거나(박서정, 2004),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여(오성심, 이종승, 1982) 각각의 특
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으
며(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인식보다는 자
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순애,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 태도나 행동
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즉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쳐 교육적
환경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박
점숙, 2003; 장미영, 2006; 정유미, 김혁권, 2002).
특히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태도와 책임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적극
성이나 책임성은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에서 그
바탕이 형성되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김
지자 외, 200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지
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지
향적,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될수록 자기
주도 학습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김지자 외,
2000; 박영태, 현정숙, 2002; 이강자, 2011;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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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2; 정주연, 2012; 조은주, 2012; 최인선, 주
은지, 2013)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주도 학
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이나 기
제를 통해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그 기제로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상정하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어떤 과
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
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가지는 자신
의 학업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한 김아영(2002)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를 표준화하면서 하위요인을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분하였다. ‘자신감’
은 학습능력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확신과 신뢰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
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효능 기
대를 말한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
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 과제를 선
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며, 개인이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
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
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2),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지속적으
로 노력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
들은 빨리 포기해 버린다(Bandura & Schunk,
1981).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잘
세우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Kurtz & Borkowski, 1984).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불안을
낮추어 학업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도 도움이 된다(김미옥, 2015). 국내에서도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권선이, 2011; 김현의, 2011; 송성순, 2012; 최인
선, 주은지, 2013).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양육태도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08; 송미라, 한기백, 2015; 하영화, 2009). 학습
자가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
히 부모의 정서적, 정보적 지원이 학습자에게 다
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 발달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우희정, 이숙,
1994).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중에서는 성취적,
애정적, 수용적, 자율적인 태도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민정, 2004; 송지연, 2005; 신경아, 2005; 이창
두, 2013; 최윤화, 황혜자, 2003), 이에 비해 부모
의 부정적인 태도나 과잉기대는 자녀의 자신감
발달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박영옥, 김정희, 2009).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부모양육태도
와 자기주도 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인들을 파악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이 세 변인
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밝힌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를 예측변인으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고,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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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과정이나 기제로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
기주도 학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부모양육태도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고(유미영, 홍혜영,
2010),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소희, 2007;
김정미, 2010; 양애경, 2009). 따라서 중학생이 지
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학습자가 가지는 자신의 학습능
력에 대한 자신감으로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과 관
련한 상담전략 수립 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상
담 개입의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
는 데 기여하며,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높일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주
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
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
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부산, 울산, 양산에 소재하는
7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학교 교사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설문지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4년 3월 12일에서 21일
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501부의 설문지가 배부되
고 수거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에 누락된 문항
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곤란한
49부를 제외한 4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부모양육태도 척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Parker, Tupling과
Brown(1979)에 의해 개발된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바탕으로
송지영(1992)이 개발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
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BI는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의 경험을 토대로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
대를 증진시키는 데 부모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
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돌봄 차원과 과보호 차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와 모의 돌봄
과 과보호 차원을 측정한다. 4점 Likert식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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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
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
였다. 하위요인 중에서 돌봄 차원은 다정성과 냉
정성에 관한 것으로 애정과 친밀감, 또는 이와
반대인 냉정함이나 무관심과 관련된 부모양육태
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과보호 차원은 의존성과 독립성
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지시와 통제, 그리고 이
와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지영(1992)의 연구에
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돌봄과 과보
호 차원 모두 .8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돌
봄 .93, 모-돌봄 .92, 부-과보호 .79, 모-과보호 .81
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과 박광
엽(2003)이 개발한 중·고등학생용 자기주도 학습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
로, 학습계획과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서, 자신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해 ‘매우 드물
다(1점)’, ‘드물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
다(4점)’, ‘매우 자주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
정하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를 사용한
이석재 등(2003)의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위해 김아영(2002)이 표준화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식
척도로서, 자신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전
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
점)’의 6점 척도로 평정하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
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내적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90으로 보고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
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와 각 변인들 간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입력방법(ENTER)의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
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
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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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로 정적 상관관계를 p<.01 수준에서 보이
고 있다.
부-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는
r=.389, 모-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
는 r=.374로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과보호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는
r=-.319로 부적 상관관계를, 모-과보호 양육태도
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는 r=.224로 정적 상관관
계를 p<.01 수준에서 보이고 있다.
끝으로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
도 학습 전체와의 상관분석 결과 r=.764로 통계
적으로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r=.187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
기효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을 살펴
보면, 부-돌봄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에는 r=.309, 모-돌봄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
능감 간에는 r=.290으로 통계적으로 p<.01 수준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부-과보호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간에는 r=-.287로 부적 상관관계를, 모-과
보호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표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N=452)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학습 학습 학습 자기주도
구분
부- 모- 부- 모- 과제 자기 자신감 자기효능감
학습
조절
돌봄 돌봄 과보호 과보호 난이도
선호 효능감
전체 계획 실행 평가 전체
1

부모양육
태도

자기주도
학습

3

1

1

2

.498**

3

**

-.422**

**

**

4

학업적
자기
효능감

2

5
6
7

-.628
.276

**

.192

**

.339

**

.174

12

.172

**

.302

**

.192

.377

.370

11

**

**

9
10

.525

.290

.309

**

.373

**

.340

**

.389

7

6

5

9

8

10

11

12

1

**

8

4

1
-.092

.174**

**

**

.464**

*

**

-.150
-.276

**

-.238

**

-.287

**

-.280

**

.337

**

.304

**

.374

1

**

.161

.097

**

.187

**

.266

**

-.346

**

-.274

**

-.319

1

.421

**

.805

**

.557

**

.151

**

.163

**

.224

1
**

1

**

.726**

**

.331

.328

**

.797

**

.785

**

.517

**

.484

**

.566

**

.777

**

.764

**

.83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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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3

**

.286

**

.337

1
**

1

**

.803**

**

**

.776**

**

**

.735
.708
.677

**

.764

.807
.962

1

.913

1
**

.9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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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452)
구분
예측변인
R
F
부-돌봄 양육태도
모-돌봄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133
17.130
부-과보호 양육태도
모-과보호 양육태도
2

***

β

t

.139

2.304

.124

2.105

-.141

-2.396

.071

1.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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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자기주도 학
습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ENTER)의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
변인의 전체 설명력(R )과 표준화계수(β)는 표 3
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부모양
육태도 중에서 부-돌봄(β=.217, t=3.740, p<.001)
과 모-돌봄(β=.199, t=3.505,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ENTER)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
측변인의 전체 설명력(R )과 표준화계수(β)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부
모양육태도 중 부-돌봄(β=.139, t=2.304, p<.05)과
모-돌봄(β=.124, t=2.105, p<.05) 및 부-과보호(β
=-.141, t=-2.396,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2

2

4.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
습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

표 3.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452)
구분
예측변인
R
F
부-돌봄 양육태도
모-돌봄 양육태도
자기주도 학습
.200
27.968
부-과보호 양육태도
모-과보호 양육태도
2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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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t
***

.217

3.740

.199

3.505

-.093

-1.657

.051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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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452)
구분
예측변인
R
F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주도 학습
.735
413.907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2

***

β

t
***

.228

7.854

.726

26.073

.003

.116

***

***p<.001

측변인으로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ENTER)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전체 설명력
(R )과 표준화계수(β)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과제난이도 선호(β=.228, t=7.854, p<.001)
와 자기조절 효능감(β=.726, t=26.073, p<.001)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첫 번째 단계로 부와 모-돌봄 양육태도를 예측
변인으로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부와 모-돌봄 양육태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와 모-돌봄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부와 모-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
는 효과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후 부와
모-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였다.

위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를 예측변인
으로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돌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부모-돌봄 및 부-과보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aron과 Kenny(1986)의 1, 2단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부와 모 돌봄 양육태도를 예측변인
으로 하여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부-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
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에
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부-돌봄 양
육태도가 준거변인인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F=80.364, p<.001). 2단계에
서는 예측변인인 부-돌봄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F=47.599, p<.001). 3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을 통제했을 때, 부-돌봄 양육태도(β=.169,
t=5.455, p<.001)는 1단계에서의 부-돌봄 양육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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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돌봄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의 중다회귀분석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
F
B
SE
1
자기주도 학습 부-돌봄 양육태도 .152 80.364
.174
1.558
학업적
2
.866
.126
자기효능감 부-돌봄 양육태도 .096 47.599
부-돌봄 양육태도 .610 350.656
.124
.677
3
자기주도 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1.017
.044
△R = .458
2

***

***

***

β

t
***

.389

8.965

.309

6.899

.169

5.455

.712

22.957***

***

***

2

***p<.001

도(β=.389, t=8.965, p<.001)보다 자기주도 학습
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전
체 설명력은 45.8%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
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경우
부-돌봄 양육태도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측변인인 부-돌봄 양육태도에서 매개변인인 학
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준거변인인 자기주도 학
습으로 가는 경로(b)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값에 대하여 Z
검증을 하였다. 표 5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
용해 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ab는
.881이고 Z=6.588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
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하였
다. 즉, 부-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
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을 통제했을 때 부-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
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모-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1단계에서 예측변인인 모-돌봄 양
육태도가 준거변인인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F=72.997, p<.001). 2단계에
서는 예측변인인 모-돌봄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F=41.456, p<.001). 3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을 통제했을 때 모-돌봄 양육태도(β=.166,
t=5.371, p<.001)는 1단계에서의 모-돌봄 양육태
도(β=.374, t=8.544, p<.001)보다 자기주도 학습
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전
체 설명력은 46.9%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
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경우
모-돌봄 양육태도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모-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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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돌봄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의 중다회귀분석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
F
B
SE
1
자기주도 학습 모-돌봄 양육태도 .140 72.997
.188
1.608
학업적
2
.875
.136
자기효능감 모-돌봄 양육태도 .084 41.456
모-돌봄 양육태도 .609 349.567
.133
.713
3
자기주도 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1.023
.044
△R = .469
2

***

***

***

β

t
***

.374

8.544

.290

6.439

.166

5.371

.716

23.214

***

***
***

2

***p<.001

예측변인인 모-돌봄 양육태도에서 매개변인인 학
업적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준거변인인 자기주도 학
습으로 가는 경로(b)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값
에 대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 ab는 .895이고 Z=6.201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
는 유의하였다. 즉, 모-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제했을 때 모-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모-돌봄 양
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자

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
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
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
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부-과보호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김지자 외, 2000; 박영태, 현정숙,
2002; 이강자, 2011; 이수영, 2012; 정주연, 2012;
조은주, 2012; 최향,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부모-돌봄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부-과보호 양육태도
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주위 사람의 격려나 칭찬과 같은 다양한 경
험을 통해서 발달하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과
정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다양한 태도 및 행동들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박영신,
1997; 박영옥, 김정희, 2009)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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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련
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권선이, 2011;
김선순, 2012; 김현의, 2011; 송성순, 2012; 최인선,
주은지, 2013)와 일치하며,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으
로서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한상훈, 2007)와 일치한다.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부-과보호 양육태도와
달리, 모-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주도 학
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간섭과 통제가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및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인 것으로 지
각하는 아동이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박영옥, 김정희, 2009;
최윤화, 황혜자, 2003), 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기주도성이나 자기
주도 학습이 높아진다(박혜련, 2003; 이수영,
2012; 최향, 201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
과 열정으로 인한 과보호를, 자녀가 과도한 돌봄
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본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 가구 당 자녀수가 적고 그로 인
해 부모는 특별하고 지나친 관심으로 자녀를 양
육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기대
하고 자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심해 밀착된 모
자관계를 이루고 있다(심종옥, 2011). 또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은 공부를 위한 통제적
태도와 자녀와 밀착하는 수용적 태도가 결합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형성하였다(박아청, 1998).
이렇듯 우리사회에 과보호와 과잉개입이 보편화
되어 있어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
며, 더 나아가 과보호가 부모의 관심이나 돌봄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신민진, 하은혜, 2010). 하
지만 이러한 해석은 유추에 해당되며, 보다 정확
한 관계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
-돌봄과 모-돌봄, 그리고 부-과보호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수용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
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자녀가 거부적, 통제적,
비성취적,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자녀보다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김민정, 2004;
박영옥, 김정희, 2009; 송지연, 2005; 신경아,
2005; 윤병두, 1995; 이창두, 2013; 최윤화, 황혜
자, 200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
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친밀하고 공감적일수
록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
며, 부모가 자녀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할수록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 자녀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하며 어린
아이 취급을 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낮아지는 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
성을 지지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수용
되는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
로 자녀의 자율적 태도와 행동을 지지해 줄 때
자녀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이순정, 2011). 학습자가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기르지 못하고, 학습된 무기
력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지나친 실
패 경험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박수

- 134 -

김원․박은아․천성문 /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현, 김성훈, 이안수, 2012). 즉, 계속된 실패 경험
으로 인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에 영
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자기효능
감이 낮아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다양
한 상황에서 자녀가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
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도록
조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습 결과에 대한 평
가보다 학습과정에서 배워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부모
자신이 도전과 고난 극복, 성취의 본보기가 되어
자녀에게 대리 성취경험을 제공할 때, 자녀의 자
기효능감이 발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전이되
어(Bandura, 1982)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
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돌
봄과 모-돌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지자 외, 2000; 박영태,
현정숙, 2002; 박정미, 2010; 박혜련, 2003; 이수
영, 2012; 정주연, 2012; 조은주, 2012; 최인선, 주
은지, 2013; 최향, 2012)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
가 자녀를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친밀하게 양
육할수록 중학생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증가하며, 이와 달리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
정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자
기주도 학습능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중학
생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능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자녀의 학습 전반을 지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학습목표 설정, 학

습계획 수립, 학업시간 관리 및 학업행동 통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
는 양육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부
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중에
서 부-돌봄이 중학생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
녀의 학업에 관한 역할 모델이자 조언자로서 아버
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아
버지의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해준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그동안 어머니의 책임으
로 간주되었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아버지
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
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권선이, 2011; 김선순,
2012; 김현의, 2011; 송성순, 2012; 최인선, 주은
지, 2013)와 일치한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자기주도 학습에 좀 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
도 선호 및 자신감의 순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김선순, 2012)와 일치
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그 하위요인으로서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Bandura, 1986)으
로서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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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능력을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칭찬이나 적
절한 보상과 같은 강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성
취감과 성공 기대감을 증가시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제 위
주의 지시나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학습자의 의
견을 존중해 주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
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습 관여가 학업 자아존중감을 통
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남필교,
2009), 특히 아버지의 학습 관여가 아동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김현의, 2011)는 연구 결과
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자녀
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고 공감적이며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
아지고 그 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하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
분매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양
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의 기제로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존중과 애정으로 자녀를 지지할 때 자녀는 신뢰
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녀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으로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고양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의 활용성을
높이며,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되 자신의 학습과
정을 조절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욱 노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주도성, 자율성, 책임성 및 자신감이 높아
지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자기
주도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함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주목해야 한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부모는 공감적이
고 친밀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돌보는 동시에 적
극적인 지지와 격려, 다양한 성취 경험 제공 등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기르도록 하는 데 초
점을 두어야 하며, 이럴 때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이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에 자녀가 주체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거나 학업적
무기력 등에 빠져있다면 무조건 학습을 강요하거
나 학습 전반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
의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가 스스로
에 대한 신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 내담자의 학습에
서의 자기주도성과 관련한 상담전략 수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상담 장면에서 중학생
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부
모의 양육태도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학습
주체인 중학생의 긍정적 자원으로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양육
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경험이라는 점에서 수동
적인 것인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양육
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녀 스스로가 조

- 136 -

김원․박은아․천성문 /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변인이다. 따라
서 이를 상담현장에서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내담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구인할 수 있는
접근 통로로서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습
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를 북돋울 수 있는 상담 전략을 통해 내담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기르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찾도록 지원하며 적절한
도전 과제를 단계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자율적
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자신의 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성공 기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
록 돕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
업 실패나 부진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재로
생각하는 인지 도식에서 벗어나 노력 부족이나
잘못된 학습 전략에서 찾도록 조력하며, 타인과
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수행을
비교하도록 하여 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학습을
조정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
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진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원동력이 되어 자기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호 신뢰와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중학생 내
담자는 상담자로부터 공감이나 수용, 지지를 경
험할 수 있다. 비록 상담자와 중학생 내담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양육태도가 내담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길러주듯이, 상담자와의 안정적인

상담협력관계 또한 중학생 내담자의 자신에 대
한 수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
해 자기주도 학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부모양
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두고 개입
해야 할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
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
생이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믿음을 쌓아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성취 경험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
기주도 학습이 부족하거나 학업적 무기력 증상
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상담 계획 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향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
재한 7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표집대
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중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정보수집의 간편성을
위해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임의 표집으로 추출
되었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후
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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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보았지만, 다루지 못한 중
요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세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지·정서·행동적 변인들을 포함시켜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방어적 태도로 응답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평가나 관찰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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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Self-Directed Learning
Kim, W on

Park, Eun-A

Cheon, Seong-M oon

Kyungsung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Further, it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subjects were 452 students from 7 middle schools in Busan and Gyungsangdo.
The result indicated that mother's care and father's overprotection from the parenting attitud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that father's care and mother's care have a
meaningful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partly mediat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care and self-directed learning. This research has its importance in finding that
academic self-efficacy is the key varia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y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parenting attitude,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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