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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적 요인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 심리 요인

의 부적응 완벽주의를 선정하고,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습의 과

정으로 볼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나

아가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3개 학교의 중학생 645명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594명(남: 253명, 여: 341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경로계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핑을 통해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완전매

개만이 유의하였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

효과와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부적응 완

벽주의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효과와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직접효

과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구조적 관계에 있어 남녀 학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경로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

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

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여주

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의 개인 심리요인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학업지연행동의 감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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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동기·인지·행동적 측면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

한 개입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개입 역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 부분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개입에 대한 함의를 서술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지연행동,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습

학 번 : 2015-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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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구나 한 번쯤 중요한 시험이나 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에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미루고 있을 때가 있다. 지연행동은 주관적인 불편

감을 경험할 때까지 일이나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행동을 의미하며, 행

동적, 정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Solomon & Rothblum,

1984). 이 중 학업장면에서 학습자가 과제나 시험공부 등 학업과 관련하

여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학업지연행동이라고 한다. 학업 상황에

서 시험일에 임박하여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숙

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 모두 학

업지연행동에 속한다. 학업상황에서 지연행동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연이 누적될 시 성적이 낮아지고(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서은희, 박승호, 2007; Ferrari & Emmons, 1995), 시험 준

비와 과제 예습 등을 하는데 고통을 겪으며,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다(Lay, 1986; Solomon & Rothblum, 1984).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학업목

표 설정에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Lay & Schouwenberg, 1993; Tice &

Baumeister, 1997). 청소년의 학업수행이 중시되는 국내의 교육 분위기를

고려하여 볼 때, 이처럼 학업수행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지연행동의

폭넓은 이해와 예방적 차원에서 학업지연을 야기하는 원인과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습발달 기제와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매개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영석, 2010; Van Eerde, 2003).

학습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환경, 개인 특성, 행동이 서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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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영향을 준다는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의 관점에 따르면,

학업지연행동은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함

께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연행동에 대해

동기적, 환경적 요인들의 총체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Corkin, Yu, Wolters, & Wiesner,

2014; Schraw, Wadkins, & Olafson, 2007).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간과되

어온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 과도한 통제와 같은 부모의

심리적 영향력을 학업지연행동의 가정·환경적 선행요인으로 주목할 필요

가 있다(이선영, 2016, Pychyl, Coplan, & Reid, 2002). 이를 바탕으로 학

생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면에서 작용하는 부적

응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주는 효과 크기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은 청소년이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학습습관의 형성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Walberg, 1984),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연행동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가족환경 및 양육 태

도와 같은 환경적 변인에 관심을 가져왔다(Ferrari, Harriot, &

Zimmerman, 1998; Ferrari & Olivette, 1994; Pychyl et al., 2002). 최근

에는 총체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양육태도를 세분화하

여 특정한 양육 차원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다 깊

이 있는 접근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Davidov & Grusec, 2006).

양육행동의 한 차원으로서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

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등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통제하여 자녀의

자율성과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다(Barber, 1996). 이

러한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학업수행을 낮추고(Grolnick & Ryan, 1989),

자율성 발달을 저해시켜 사고방식, 자기 주도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

을 겪게 하는 등(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자녀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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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달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학업상황에서 해야 할 과제나 시험공부를 미루는 학업 부적

응 행동인 학업지연과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과

도한 압력과 통제적인 태도를 지각하는 학습자들은 수동공격적인 반응으

로 지연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Flett, Hewitt, & Martin, 1995).

특히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은 주 생활공간을 가정에서 학교 기관으로 옮

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 2010),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부모에게

있어 심리적 통제를 민감하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Barber,

1996) 중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

들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자녀들이 경험하

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부와 모가 학업지연

행동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하지 못했다는 한계

점이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Bosco, Renk, Dinger, Epstein, & Phares, 2003; Russell &

Saebel, 1997). 특히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성취에 대해 기대가 높

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학업에 있어 자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가 높

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두 번째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 행동 사

이에서 매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Barber, Bean, & Erickson, 2002).

학습자의 개인 내적 특성 중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지연을 예측하는데

있어 설득력을 가진 주요 요인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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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만 한다는 욕구를 느끼는 인지적 특성이다

(Burns, 1980). 초기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부적응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았으나, 이후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척

도(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가 개발되면서 완벽주의

의 적응적, 부적응적인 측면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부모와의 상

호작용에서 비롯되는(Blatt, 1995)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습자는 높은 기대 수

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수행에 대해 지나

치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고(Rice & Ashby, 2007),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

로 부담을 느껴 과제를 미루게 되는 것이다(이지연, 조혜숙, 20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부적응 완벽주의자들이 지

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상목, 이동귀, 2013), 부적응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이 학업지연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ice, Richardson, & Clark, 2012; Soysa

& Weiss,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부적응 완벽주의 성향은

초기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으로서 부모 변인은 자녀의 개인적 특성

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특성을 매개로 학업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김동일 외, 2013; 이선영, 봉미미, 김성일, 2016; Barber & Harmon,

2002; Pychyl et al, 2002). 이는 자녀의 나이가 증가하고 학교와 같은 다

양한 사회적 공간에 지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따라서 중학생 이

상의 학생이 연구 대상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단편적인 영향을 다

루기보다는 개인의 발달과정 안에서 형성된 인지적, 동기적 특성들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신종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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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하면 학업 부적응행동인 학업지연을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요인들의 단편적인 영향을 탐색하

는 것보다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습기제와 과정을 매개로 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개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매개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장면에서 교육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실패공포,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선천적인 요인으로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지능과는 달리,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의 성공을 결

정할 수 있는 학업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양명희, 2002; Paris

& Newman, 1990).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적 처치의 가능

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기조절은 동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학습자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 행동, 정서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Zimmerman, 1989).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성격적 특성의 완벽주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녀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조절

의 발달의 주요한 영향원은 부모로(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Baumrind, 1991; Grolnick & Ryan, 1989),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

는다고 알려져 있다(Erdern & Uredi, 2008; Pino-pasternak &

Whitebread, 2010). 특히 Nucci, Killen과 Smetana(1996)은 통제적인 부

모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느끼기에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율성을 지

지하지 않고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기조절능

력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밝혀졌다(이정윤, 최수미, 2011; 홍예지, 이순형,



- 6 -

이수현, 조혜림, 2015; Brody & Ge, 2001; Moilanen, 2007). 이를 통해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전략

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성격적 특성의 완벽주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

는데(조한익, 오홍석, 2009; Miquelon, Vallerand, Grouzet, & Cardinal,

2005), 일련의 연구들은 성격 특성으로서 완벽주의와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이현주, 손원숙, 2013;

유경나, 강민주, 2011; Gnilka, Ashby, & Noble, 2012; Mils &

Blankstein, 2000; Wang, Slaney, & Rice, 2007). Miquelon 등(2005)은

단기적 종단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완벽주의성향이 학업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여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최

근에는 자기조절학습과 학습자의 성격적이고 발달적 측면적인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로

(Schouwenburg, 1995), 학업지연은 자기조절학습의 부재 또는 실패의

한 현상으로 설명되어 왔다(Wolters, 2003). 즉, 자기조절 학습자와 학업

지연자는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연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학생들은 인지적 부분에서는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이 부족하다(추상

엽, 임성문, 2009; Howell & Watson, 2007; Wolters, 2003). 동기적 영역

에서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부적응적인 성취목표를 지니며(Ferrari, 1992;

Lay, 1992; Wolters, 2003), 또한 행동적 영역에서는 시간관리 기술과 자

원관리 전략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명희 외, 2005; 이지혜,

이수정, 박은혜, 이상민, 2014; Lay, 1992; Lay & Schouwenburg, 1993).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전략인 자기조절

학습이 낮을수록 학업에서 자신이 끝내야 할 숙제나 과업을 제 때 하지

않는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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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데 있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남

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도현심, 김민정, 박보

경, 황영은, 2005; Barber, 1996; Schaefer, 1965),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박성연, 이은경, 2009; 장경문, 2011; Barber &

Harmon, 2002; Olsen et al, 2002)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심리

적 통제를 지각하는데 있어 자녀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혼재된

상태이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자녀의 성별 차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그러나 기존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개별 변수의 성차만을 보고한 채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

계를 동시에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남녀 학생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담 및 개입 전략에 있어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문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장면에서 해

야 할 과업을 미루는 학업지연행동의 가정·환경적 요인, 개인적 특성요

인과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습기제와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매

개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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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자기조절학습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습및 학업지연

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어떠한가?

[그림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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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인 학업지연행동,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

  본 연구에서의 학업지연행동은 Solomon과 Rothblum(198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해야 할 숙제나 공부, 시험 준비를

미루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미룬다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을 제 때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않는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제한하

려고 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말한다(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즉,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하지 않을 때 자기

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비난 등으로 자녀의 생각, 감정, 애

착 등과 같은 심리적 자아(psychological self)를 방해하여 청소년기 자녀

의 적응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 중 하나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업행동에 대한 가정·환경적 선행요인으로써 부모의 심

리적 통제의 영향을 살피고자 했기에, 연구 참여자에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있어 학업상황에 대한 프레이밍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업상황에서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를 학생이 지각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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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적응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

  완벽주의란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이 한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Frost et al., 1990).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완벽주의를 Frost와 동료들(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

의 척도(FMPS)의 6가지 하위요인 중 많은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의 부

적응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수행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의 두 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부적응 완벽주의란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

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완벽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며,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이 수행의 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

는 동안 과정을 점검, 조절하는 학습방법이다(Zimmerman, 1989). 본 연

구에서는 양명희(2000)가 다양한 학자들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한 자기조절학습 척도에 근거하여,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

인을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동기조절(숙달목적지향성, 자아

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동통제, 학업시간의 관리, 도움구하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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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업지연행동

가. 지연행동의 개념과 유형

지연행동(procrastination behavior)이란 해야 할 일을 즉각적으로 처리

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행동이다. 지연행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왔는데, Lay(1986)는 지연행동을 성격특성

측면에서 보면서 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 경향이며, 이후 연구

에서는 의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의 관점에서 지연행동을 설명하기도 했

다. Schouwenberg(1995)는 지연행동을 꾸물거리는(dilatory), 불필요한

(needless), 역기능적(counterproductive)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제시한다.

한편 지연행동에 대해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지연으로 인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걸 알고 있음에도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행동으

로 정의하였다(Steel, 2007).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연행동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것을 인지하고 주관적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해야 할 일의 수행을 계속적으로 미루

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지연행동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로서 발생되는 행동적인 접근 연구 영역에서 확대되어,

지연행동을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Fee & Tangney, 2000). 지연행동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마감일이 정해진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대학

생들에게 특히 지연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대학생의 70%가

과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성인의 20% 정도가 만성적으로 지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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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ott & Ferrari, 1996).

한편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지연행동에 관해 유형을 밝히기 시

작했다. 먼저 Aitken(1982)은 성격특성에 초점을 두어 지연행동을 특성

지연행동(trait procrastination)과 만성적 지연행동(chronic

procrastination)으로 분류했다. Lay(1988)의 연구에서는 지연행동가를 낙

관주의 성향에 따라 낙관적 지연행동가와 비관적 지연행동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집단은 같은 지연행동을 하지만 어려

움의 정도, 스트레스, 그리고 진행 상황에 있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Ferrari(1992)의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두 개의 설문지인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와 성인 지연행동 척도 사

이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척도가 다른 요인과 함께 묶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지연행동의 유형을 각성형 지연행동(arousal

procrastination)과 회피형(avoidance procrastination)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의 지연행동가들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재촉을

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미루며 오히려 시간 압박 아래 효율적인 과제의

수행이 되는 신념을 가진다. 이러한 지연행동은 각성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즐거운 경험일 수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자의

회피형 지연행동가들은 과제의 불편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룬다. 이후 임성문(2006)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설문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Ferrari(1992)가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이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Milgram, Mey-Tal과 Levison(1998)은 지연행동의 연구 영역에 따라 지

연행동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학업적 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숙제나 시험 준비를 미루

는 행동이다. 둘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연행동(general or life routine

procrastination)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들을 계획에 맞게 따르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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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결정 지연행동(decisional

procrastination)으로, 생활 전반에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강박적, 역기능적 지연행동(compulsive

or disfunctional procrastination)으로 결정 지연과 행동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지연행동(neurotic

procrastination)이 있다.

지연행동에 관한 더 최근의 연구들은 지연행동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연행동은 단기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Tice와 Baumeister(1997)에 따르면 비지연행동가에 비해 지연행동가들은

마감일에서 다소 남았을 때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신체적 건강이 더

우수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마감일 전에 훨씬 미리 과제를 착수하거나

조금 미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과제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y, Edwards, Parker, & Endler(1989)의 연구

에서는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시험 직전 몰입이 오히려 더 높다

고 하였다. 비슷하게 Knaus(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지연이 부적

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

고 미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지연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시작하는 것을 미루지만, 제 시간 안에 끝

낼 수 있으며 이들은 시간 압박 아래 창의적인 생각을 더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연행동에 대해 대안적인 시각은 모든 지

연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응적(adaptive)

인 지연행동이 존재함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 지연행

동(active procrastination)의 개념이 등장하였다(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 그러나 지연행동을 적응적인 관점에서 능동지연과

수동지연으로 분류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능동지연은 스스로 시간을 조절해나가고 과제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 14 -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Choi

& Moran, 2009),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결국 지연

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이선영, 2015).

이처럼 지연행동은 학자들마다 그리고 연구영역마다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

는 것이 필요하다(Ferrari & Emmons, 1995). 일반적으로 지연행동을 다

룬 연구들은 지연행동을 주로 일반적 만성적인 지연행동과 학업적 지연

행동으로 나누는데, 이 중 학업지연행동이 대다수의 연구에서 관심을 가

지고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연행동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학업지연행

동으로 제한하고,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불필요하게 해야 할 숙제나 공부, 시험 준비를

미루는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룬다는 것은 수행을 제 때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않는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나. 학업지연행동의 개념

다양한 장면과 영역에서 지연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학업 상

황에서 할 일을 미루는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더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학문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내려 왔는데, 대표적으로 Solomon과

Rothblum(1984)은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불필요하게 학업 과제 또는 시

험공부를 미루는 행동으로, 완성되길 원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업지연행동은 학습 과제를 마치고는

싶어 하나 기대되는 시간 내에 결국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 15 -

(Senecal, Koestner, & Vallerand, 1995). Wolters(2003)는 비슷한 맥락에

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할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학업지연행동은

학습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불필요하게 해야 할

숙제나 공부, 시험 준비를 미루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Solomon과 Rothblum(1984)은 6가지의 학습상황에서 지연행동의 정도

를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이 제

시한 학습상황은 보고서 쓸 때, 시험공부를 할 때, 매주 읽기과제를 할

때, 수강신청이나 ID 카드 발급과 같은 학업 관련 행정 일을 할 때, 교

수와의 만남을 할 때, 마지막으로 조모임 등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할

때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연행동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46%

의 실험자들이 보고서를 쓸 때 거의 항상 지연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27.6%의 실험자들은 시험공부를 할 때 지연을 하며, 30.1%의

실험자들은 매주 읽기 과제를 하는 데 있어 지연행동을 한다고 밝혀졌

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재 읽기에서 66.3%, 시

험공부에서 51.0%, 보고서 쓰기에서 46.4%, 전체적인 학교생활에서

36.1%, 교내 행정에서 17.9%, 출석에서 10.6% 등 학업 상황에서 약 30%

에서 66% 정도 대학생들이 지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윤숙경,

1996).

학업상황에서 지연행동이 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학업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연이 누적될 경우 성적이 낮아지고(신명희 외, 2005; 서은희, 박승

호, 2007; Ferrari et al., 1995), 시험 준비와 과제 예습 등을 하는데 고통

을 겪으며,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Lay, 1986; Solomon &

Rothblum, 1984).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학업목표 설정에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Lay & Schouwenberg, 1993; Tice & Baumeister, 1997). 특히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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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학업수행이 중시되는 국내의 교육 분위기를 고려하여 볼 때, 학업

수행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지연행동의 폭넓은 이해와 예방적 차원

에서 학업지연을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학습기제

와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서영석, 2010; Van

Eerde, 2003). 지연행동은 학업 상황과 교육심리 영역에서 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지연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연행

동을 자기조절학습의 실패의 한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Wolters, 2003). 즉 학업 상황에

서 지연행동은 시간을 낭비하고, 완성도가 낮은 수행, 그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자기손상화(self-handicapping) 행동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

에 주로 지연행동을 하는 집단과 지연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 간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연행동가는 비지연행동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지연행동가는 완벽을 추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고(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비관적이며(Lay, 1992), 특히 그들

자신이 지연을 하고 있다고 깨달을 때나 마감일이 가까워질 때 더 걱정

하는 경향이 있다(Tice & Baumeister, 1997). 또한 지연행동을 자주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인지전략 및 초인지전략을 덜 사용하고(추상엽, 임성

문, 2009; Wolters, 2003),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Chu & Choi, 2005).

서은희와 김은경(2012)의 연구에서는 지연행동가와 비지연행동가가 경험

하는 몰입의 차이에 주목했는데, 지연행동가는 비지연행동가에 비해 명

확한 목표, 과제집중, 통제감, 구체적 피드백, 자기 목적적 경험 등 모든

몰입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학업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연행동에 대해 연

구자들은 지연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연행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완벽주의,

학업 동기, 자기효능감, 낙관성-비관성, 충동성, 실패에 대한 공포,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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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등과 같은 변인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감각추구와 실패공

포는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두 변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하고자 노력하는 완벽주의 역시 지연행동과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 가정되어 왔다. Brownlow와 Reasinger(2000)는

학업상황에서 지연행동의 주요한 두 가지 원인으로 과제 회피와 실패공

포를 언급한다. 과제회피는 특히 그 과제가 복잡한 인지적인 사항을 요

구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의 지연과 관계되고, 실패

에 대한 공포는 수행이 다른 사람에 기대에 못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으

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Solomon & Rothblum, 1984).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은 단순히 학습자의 공부 습관이나 시간 관리에서

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Solomon & Rothblum, 1984).

이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기존 대다수의 연구들은 학업지연행동의 선행요인을 단편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주로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에만 주목하여 왔다(Steel,

2007). 그러나 지연행동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편적인 요인 이외에

도 동기적, 환경적 요인들의 총체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학습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Corkin et al., 2014). 이러한 필

요성을 바탕으로 이선영(2016)은 학업지연행동의 선행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 과

도한 통제 등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인 영향력을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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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업지연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가정·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적 성격 요인인 부적응 완벽주의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연행동은 실제로 대학생 학습자보다 어린 학습자들이

더 빈번하게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eel, 2007;

Van Eerde, 2003). 성취 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학습

상황에서 중학교 입학 후 학생들은 학업압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전의 학습 및 학교와 큰 차이가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된다(유순

화, 2007). 이러한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과 불안은 자기가치(Self-worth)

의 보호 전략으로 학업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이선영, 2015). 특히 청소

년의 학업수행이 중시되는 국내의 교육적 풍토를 고려하여 볼 때, 학업

수행에 있어 성취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부

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학업지연행동은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

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의 예방

적 차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지연을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

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학습기제와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매개요인 확

인이 필요하다.

다. 사회인지이론

사회인지이론은 환경과 행동의 관계에서 환경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행

동을 야기한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행동주의 관점에 대해 의문을 품은

Bandura(1986)에 의해 창시되었다. 당시 행동주의가 주가 되던 시기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극-반응의 연합으로서 환경이 행동에 일방적으

로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Bandura는 행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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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의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이 개인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점을 가짐에 주목하였다. 그는 눈으로 직접 관찰

할 수 없는 기대, 사고, 신념 등과 같은 사회적, 인지적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사고 과정의 결과라고 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Bandura는 학습에 있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인 내 요인, 그리고 행동이 서로 상호 의존하

는 관계로서 상보적 인과관계(reciprocal causation)를 가진다고 주장하였

다. 즉, 개인이 수행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 사회인지이론 관점에서는

단지 환경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환경, 개인 특성,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관

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행동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보았

을 때 행동이란 개인 내적인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오로

지 외부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행동, 인지를 포함한

개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서로에게 각 요인이

영향을 주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요인 간의 호혜적 상호성

(triadic reciprocality)의 모델은 [그림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 개인을 둘러싼 환경(E)이 개인의 특

성에 영향을 주며(P), 그 변화로 인해 개인의 행동(B)이 일어나며, 이는

다시 새로운 환경(E)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인지이론은 본 연구에서 학업장면에서 개인이 해야 할 일

을 미루는 행동인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적 특성인 부적응 완벽주의의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동기적 특성인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는 개인의 행동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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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B

  개인

P

     환경
E

[그림 Ⅱ-1] Bandura(1986)의 상보적 인과관계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개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은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모-자녀관계와 아동 발달 사이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부모 양육행동의 차원을 확인하는데 주목하여 왔다. 특히 부

모-자녀 관계에 있어 자녀가 실제 부모 양육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따라 자녀가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Schaefer, 1965). 이에 따라 부모

가 지각하는 스스로의 양육태도보다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생각과 해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Baumrind(1971)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권

위주의형(authoritarian), 권위형(authoritative), 허용-방임형

(permissive-indulgent), 허용-무관심형(permissive-indifferent)의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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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영향을 줌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후 부모의 양육방식을 이러한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자녀의 특성과 개별적인 영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Barber(1996)는 부

모 양육 방식의 유형론적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제한이 있다고 주장

하였는데,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라는 하나의 요인 안에 심리적, 그리고

심리적이지 않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통제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위적 유형분류는 거부(rejection)와 수용성

(responsiveness)과 같은 여전히 이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유형론적 양육방식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보다 구체

적으로 세분화한 양육방식에 관심을 두고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연구자들은 부모 양육방식의 한 차원으

로서 부모가 행하는 통제(parental control)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Barber & Harmon, 2002; Barber et al., 200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는 크게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로 구분되는데, Steinberg(1990)은 청소년기 학생들은 심리적 자율성이

결여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반대로 행동적 통

제로부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일

련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가 행하는 통제는 단일요인이라기보다는 이질

적인 특성을 지니기에 통제의 하위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다시 말해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되는 각각의 통

제는 서로 다른 구인으로, 이는 자녀의 발달에 있어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다른 구인의 통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내면화 문제(예: 우울, 죄

책감, 책임감, 의존, 낮은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에 특히 더 영향을

주고, 반대로 행동적 통제는 내면화 문제보다는 외현화 문제(예: 분노,

약물사용, 비행 등)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Bar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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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1996)의 연구에서는 통제유형의 양육행동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

적 통제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연구 결과 심리적 통제는 행동적

통제보다 일관되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변수였다.

이를 통해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Barber & Harmon, 2002), 특히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

는 아동 발달에 각기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기에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

동 요인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세분화되어야 하는 개념임이 확

인되었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이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

리적 통제란 자녀의 심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애정이 매개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말한다(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 감정, 애

착 등과 같은 심리적 자아(psychological self)를 조종하고 방해하는 것이

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게 되는데, Barber와 Harmon(2002)은 이러한 심리적 통제의 특징

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

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종하기 위해 부모가 전술적인 양육 전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 유발과 같은 전략

을 이용해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르게 하여 자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여 자녀의 자아발견과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거부, 무관심, 일정치 않은 정서적 표현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

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으로, 이는 다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구분되는 심리적 통제만의 독특한 과정이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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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방식과 구분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모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저해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가 자녀에게 과도한 통제를 하는 경우 자녀의 동기와 성취를 저하시킬

수 있고(Shunk et al., 2008), 자기효능감 발달을 감소시키며(Seligman &

Peterson, 1986), 자기조절 발달을 침해하고(Baumrind, 1991), 자아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낮은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er

& Shagle, 1992).

더 최근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서로 다른 문화 간 비교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 Chao와 Aque(2009)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한 일

련의 결과들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들

(Soenens & Vansteenkiste, 2010; Soenens, Park, Vansteenkiste, &

Mouratidis, 2012)은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문화와 관계없이 일

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Soenens 등(2012)은 두 개의 영역

특수적인 문화인 벨기에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

제와 우울한 성격, 우울 증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두 개의 집단

모두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에서 비슷

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통제는 문화·특수적 영향으로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문화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

의 심리적 자율성에 침해하여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 과업인 학업행동

에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성별과 관련한 이슈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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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함에 있어 자녀의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와 유의한 성차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결과들

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

로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도현심 외, 2005;

Barber, 1996; Schaefer, 1965),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

구 결과(박성연, 이은경, 2009; 장경문, 2011; Barber & Harmon, 2002;

Olsen et al, 2002)도 밝혀졌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성

별과 관련해 Barber와 Harmon(2002)은 성차에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

기 전에 이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을 강조한 바 있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

가정은 청소년이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학습 습관의 형성

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Walberg, 1984), 특히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연행동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가족환경 및

양육방식과 같은 환경적 변인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동안 학업지연과 관

련이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애착, 가족 구조 등이 확

인되었다(Ferrari et al., 1998; Ferrari & Olivette, 1994; Pychyl et al.,

2002; Soysa & Weiss, 2014).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부모가 행하는 심리

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먼저

Ferrari와 Olivette(1994)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의사결

정을 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연행동을 증가하게 한다고 하

였다. 비슷하게 Soysa와 Weiss(2014)의 연구에서도 권위주의적이고 민

주적인 부, 모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과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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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는데,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권

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수록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총체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보다는, 부모 양육태도를 세분

화하여 특정한 양육 차원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Davidov & Grusec,

2006). 양육태도의 한 차원으로서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등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자녀의 자율성과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 태도이다

(Barber, 1996). 몇몇의 연구자들은 자녀에게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 상황에서 해야 할 과제나 시험공부를

미루는 학업 부적응 행동인 학업지연과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고,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임소연, 2013; 임성문, 박명희, 2010). 이는

부모의 과도한 압력과 통제를 지각하는 학습자들은 수동공격적인 반응으

로 지연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Flett et al., 199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업부적응 행동인 학업지연행동과 관

련된 선행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심

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유의한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임

소연(201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학습자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를 통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

혔다. 또한 학업장면에서 지연행동인 학업지연행동을 살펴본 것은 아니

지만, 일상 장면에서 만성적 지연행동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임성문과 박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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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통제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는데,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효과의 68.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만

성적인 지연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건대,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부모 양육방식의 하나

인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에 부

와 모가 학업지연행동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하

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 변인에 대해 어머니-

자녀 간의 관계에 집중하였지만, 이후 연구자들(Eccles et al, 1998;

Meece, 2002)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자녀의 성취와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

서는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각각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부모의 성

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Bosco et al, 2003; Russell &

Saebel, 1997). Bosco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외현화와 내면화 행동 모두 아버지에서 받는 부정적인 영

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외현화 문제

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 학생 모두 외면화

문제행동과 관련해 아버지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에 Bosco와 동료들(2003)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아

버지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역할모델

에 있어 각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 역할에 대해 부모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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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성취에 대해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행

하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인 개인적 변화를

겪으며(유순화, 2007) 독립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초기 청소

년에게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Barber, 1996), 중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받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

계를 확인할 것이다.

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에는 가족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완벽주의가 처

음 심리학적으로 정의가 내려질 때부터, 대부분의 학자들은 완벽주의가

사회적 환경 안에서 발달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데(Blatt, 1995; Hamacheck, 1978),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비난적 태도와 같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양육방식

은 자녀의 완벽주의를 부적응적으로 발달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Craddock, Church, & Sands, 2009; Frost, Lahart & Rosenblate, 1991;

Hamacheck, 1978; Miller, Lambert, & Neumeister, 2012). Craddock 등

(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의 예측 요인으로 가족 변인의 특

성을 살펴보았는데, 가족 변인 중 특히 부모의 과도한 권위주위적 양육

방식과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완벽주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ill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인 대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완벽주의,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

며, 연구 결과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

의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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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높은 통제와 낮은 반응으로 설명되는 상

호작용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모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내재화하게 되어 자신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실수에 대해 염려를 하는 부적응 완벽주의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도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로 학생 본인 스스로가 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하정희, 2006).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부정적인 양육방식인

권위주위적 양육방식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심리적 통제는 애정 철회를 강조하며 죄책감과 걱정을 유발하는 상호작

용을 포함하기에 다소 다른 개념이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부정적 양육방

식 중 하나인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부적응 완벽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Fletcher, Serena Shim, & Wang,

2012; Soenes, Luyckx, Vansteenkiste, & Goossens, 2008; Soenens &

Vansteenkiste, 2005). Fletch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성취목표 지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는데, 특히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의 각각의 하위요

인이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 실수

에 대한 염려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심리적 통제가 다

시 한 번 부적응 완벽주의 발달의 근원임이 확인되었다. Soenes와

Vansteenkiste(2005)도 유사하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자아존중감과 우울로 정의된 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부적응 완벽주의

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대

학생의 완벽주의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서영숙과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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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역시 지나친 기대와 비난 등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부적응 완벽주의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은 부모의 부정

적 양육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특히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

적 통제가 심한 경우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은 역기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생의 성격적 특성인 부적응 완벽주의

는 일련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모

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 간에 상

관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3. 부적응 완벽주의

가. 부적응 완벽주의의 개념

심리학적으로 완벽주의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Hamacheck(1978)의 연구 이후로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그는 정상적인 완벽주의자(normal perfectionist)와 신경증적

완벽주의자(neurotic perfectionist)로 구분을 하여 완벽주의를 정의하였

다. 정상적인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작은 실수

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성취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반면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우며 자신

이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완벽하

게 해냈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

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Hamacheck(1978)의 구분과는 다르게

이후 완벽주의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Burns, 1980)은 완벽주의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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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에 관심을 두고 단일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Burns(1980)는 완

벽주의를 정의하는데 있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였는데, 다시 말

해 개인이 하는 수행은 완벽해야만 하며,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치

가 없는 것으로, 어떠한 작은 실수나 결점은 단지 실패로 여겨지는 것이

다. 또한 완벽주의자들은 달성하기 힘든 완벽함을 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완벽주의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부적응 성향에 초

점을 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았었으나, 이후 두 집단의 연구자들

(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이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다차

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하여 완벽주의

의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후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서 완벽주의가 적응적, 부적응적인 기능을 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임을 입증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

주의 성향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먼저 Frost와 동료들(1990)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대해 다차원적 개

념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단일요인에서 보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다차원

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

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

해 완벽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요인은 개인적 기준

(personal standards)으로,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

우는 경향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부모의 기대(parental standards)

로, 자신에 대해 부모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네 번째 요인은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으로, 부모가 기

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해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

섯 번째 요인은 행동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으로 자신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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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조직화(organization)는 질서

와 정리정돈을 선호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조직화 하

위요인은 다른 5개의 하위요인과 낮은 상관을 보이기에 완벽주의의 총점

에는 제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6개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에 대한 선호는 적응적인 습관, 노력, 높은 성취와 관련성이 높다.

반면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높은 기대, 수행에 대한 의심의 차원은

심리적 부적응, 특히 우울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는 완벽주의를 완벽행동

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정의하였는데, 이들은 크게 자기지향

(self-oriented), 타인지향(other-oriented), 사회적으로 부과된(socially

prescribed)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 스스로

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러한 완벽주의

는 적응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Blatt, 1995).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엄격하

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기대를 가지

고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이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

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후속 연구(Hewitt & Flett,

1993)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은 인간의 정신 병리와 더불어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완벽주의 성향 중 자기지

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 우울과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는 외부의 압박과 평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이 능력 이상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

정하는 완벽주의로 인해 개인은 실패감을 갖게 되고 심각한 정신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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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내용

부적응 평가 염려

(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

실수에 대한 염려(FMPS)

수행에 대한 의심(FMPS)

부모의 기대(FMPS)

부모의 비난(FMPS)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HMPS)

긍정적 성취 노력

(positive achievement striving)

개인적 기준(FMPS)

조직화(FMPS)

자기지향적 완벽주의(HMPS)

타인지향적 완벽주의(HMPS)

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Frost와 동료들(1993)은 FMPS의 6개 하위요인과 HMPS의 3개 하위

요인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과 관련된 요인을 부적응 평가 염려, 적응적인 측면과 관련된 요인

을 긍정적 성취 노력이라는 2개의 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부적응 평

가염려요인은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연관이 있으며 반면 긍정적 성취

노력은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포함

된 내용들은 <표 Ⅱ-1>에 제시하였다.

<표 Ⅱ-1> 완벽주의의 2요인 구조

부적응 완벽주의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적응 완벽주의는 우

울, 자살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Hewitt & Flett, 1991), 불안과 걱정과 같

은 심리적 부적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nilka et al.,

2012; Stober & Joormann, 2001). Ashby와 Rice(2002)는 대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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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 완벽주의 집단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

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부적응 완벽주의

집단은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Eum과 Rice(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의 두 차원, 성취 목표, 시험 불

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부적응 완벽주의는 인지적 시험 불안과 회피

목표 성향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도 부적응

완벽주의 집단이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내적 통제성이 낮으며(조한

익, 오홍석, 2009), 부적응 완벽주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염시창, 박현주, 2005). 박현

주와 정대용(201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집단을 확인하였는데, 부적응 완벽주의를 가진 집

단은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낮으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부적응 완벽주의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영역에서도 부

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Soenens et al., 2008; Soysa & Weiss, 2014; Turner &

Turner, 2011)를 근거로 하여 Frost 등(1990)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

(FMPS)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두 차원

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나머지 요인인 부모의

기대와 비난을 제외한 것은 이 하위요인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념

적으로 많이 겹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Fletcher et al., 2012).

한편 완벽주의성향과 학습자의 성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

면, 대체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완벽주의성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

(윤숙경, 1996; 신지은, 이동귀, 2011)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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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학습자의 개인 내적 특성 중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

는데 있어 설득력을 가진 주요 성격 요인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기

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만 한다는 욕구를 느끼는 인지적

특성이다(Burns, 1980). 이러한 개인이 가진 완벽성으로 인해 학업에 있

어서도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정승진

(1999)의 연구에서는 완벽성과 관련한 부정적 반응을 크게 인지 반응, 행

동 반응, 정서 반응, 지각 반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특히 행동 반

응으로는 미루기, 회피 행동, 강박 행동 등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는데,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한 기한 내에 해낼 것이라고 생각되는 완벽주

의자들이 뜻밖에도 자주 하는 것이 미루기 행동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

해 완벽성으로 인해 주어진 과제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대해 부

담을 느껴 회피하거나 과제 수행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연행동

을 하는 집단과 완벽성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두 집단의 사고 형태

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가지

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Flett et al., 1992).

이처럼 부적응 완벽주의자들은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기에(Rice & Ashby, 2007), 학업 영역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으로

인한 낮은 성적을 보이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걱정을 하는 태도를 보

인다(Blankstein, Dunkley, & Wilson, 2008). 실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

을 대상으로 제일 처음 다차원적 완벽주의(FMPS)와 학업지연행동의 관

계를 연구한 Frost 등(1990)의 연구에서 부적응 완벽주의와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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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들은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완

벽주의의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의 패턴이 각각의 하위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실수에 대한 염려 요인은 학업지연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지연행동의 빈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개인적 기준은 지연행동의 빈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개

인적 기준이 높은 집단은 지연행동을 문제라고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실시된 연구에서도 부적응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

행에 대한 의심이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ice et al.,

2012; Soysa & Weiss, 2014).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

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상목과 이동귀(2013)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부적응 완벽주의자들이 부적응 결과를 야기하는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일반적인 지연행동 뿐만 아니라 적응적 측면의 능동적 지연행동에서의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부적응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능동적 지연행동의 하위요인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

혀진 바 있다. 반대로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지연행동을 덜 하는데, 이

들은 인지적, 메타인지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Mills & Blankstein,

2000), 스스로 세운 목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Seo, 2008).

Burnam, Komarraju, Hamel과 Nadler(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동기,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완벽주의의 다차원적인 측면이 시험 준비를 하거나 보고서 쓰기, 읽기

과제 등 학업과 관련하여 할 일을 미루는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하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중 실수를 전체가 실패

한 것으로 보거나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였고, 반면 조직화를 잘

하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생들은 지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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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업

에 있어 학생들이 조직화를 하고, 성취에 있어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세우

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완벽주의가 행하는 방향에 따라 완벽주의 집단을 자기 지향적,

사회부과적,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로 구분한 Hewitt과 Flett(1991)의 완벽

주의 척도(HMPS)의 세 가지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과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숙, 2011; Saddler & Sacks, 1993). 즉, 주

변의 다른 사람들이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한다고 느낄

때 해야 할 과제를 지연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완벽주

의에 대해 완벽주의가 향하는 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다차원

적 완벽주의로서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에 더 초점이 있기에, 이전

선행연구들(Frost et al., 1990; Soysa & Weiss, 2014; Turner & Turner,

2011)에서 부적응 완벽주의로 분류되는 Frost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FMPS)의 두 가지 하위차원을 사용하였다.

반면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적응적인 완벽주의, 부적응 완벽주의, 비완

벽주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세 집단이 지연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박현주와 정대용(2010)은 완벽주

의자 집단 간 외부로 나타나는 수행이나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집단

의 내면적인 신념 또는 심리적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

며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때 다른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부적응 완

벽주의 성향은 초기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완벽주의는 학업영역에서 잘 드러나는 인지적 특성으로(Stoeber

& Stoeber, 2009), 청소년기는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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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부모의 기대로 성취와 완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염시창, 박

현주, 2005). 또한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

를 경험하며 이에 대한 강한 방어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자신

을 통제, 억압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조한익, 오홍석, 2009). 특

히 초등학교와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는(Eccles & Midgely, 1989) 중학생

들에게 부적응 완벽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이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자기조절학습

가. 자기조절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

학업 장면, 더 구체적으로는 교실의 맥락에서 자기조절학습은 학생의

학습과 학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시간이 지

날수록 엄청난 양과 속도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관점의 자기조절학습이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기조절학습은 교사중심의 패러

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교육학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양명희,

2002). 자기조절학습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 측면에서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 과

정을 조절하여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조절학습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를 다룬 Zimmerman(1986)에 의

하면, 자기조절학습자란 자신의 학습과정에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

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학습자라고 보았다. 이후 연구에서도 자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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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동안 과

정을 점검, 조절하는 학습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Zimmerman, 1989). 즉,

학업에 있어 교사, 부모, 또는 다른 교육자에 의해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 조직화, 정보를 검색하고 기억을 재구성하

거나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또한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업 성취를 위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학습 과정, 절차, 반응 등을 학습 목적에 맞게 활

용할 수 있고, 학습할 때에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은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다(Zimmerman, 1990). Pintrich

와 De Groot(1990)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해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수동

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Paris와 Paris(2001)는 자기조절학

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자율성과 통제감을 강조하였는데, 학습

자가 정보 습득, 지식의 확장,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점검,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업

성취의 향상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신

의 학습 과정을 점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으로는 연구자들의 관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다. 먼저 Bandura(1986)는 자기조절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기관찰

(self-observation), 자기판단(self-judgement), 자기반응(self-reaction)으

로 설명한다. 자기관찰이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상태를 평가하는 자기조절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기

판단은 평가기능으로 현재 하고 있는 수행을 설정했던 목표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반응과 연결이 되는데, 평가 결과 목표에 도달한 것

으로 예상되면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긍정적인 자기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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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Corno(1986)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 중 상위인지 요

인에 초점을 두어 주의통제, 부호화통제, 정보처리 통제, 정서통제, 동기

통제, 환경 통제 등을 언급하였다. Zimmerman(1989)은 자기조절 학습의

구성요소로 크게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를 제시한다. 개인적 요소

는 학생의 지식, 상위인지적 과정, 목표, 불안, 자기효능감 등이고, 행동

적 요소로는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 반응 등이 있다. 환경적 요소는

모방, 언어적 설득, 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 Pintrich(1989)는 자기조절학

습에서 동기적 요소를 강조했는데, 인지적, 자원관리, 동기적 요소로 구

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지적 요소로는 과제의 암송, 정교화, 조직화를 수

반하는 것이고, 자원관리요소로는 할당된 시간 관리, 상황의 환경 관리,

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의 분배 관리, 도움 요청 등이다. 동기적 요소로는

내적 지향, 과제의 중요성,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다. 국내에서

박승호(2004)는 자기조절학습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초인지 외에 초동

기(metamovitation), 의지통제(volitional control)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

기조절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의지통제를 외적으로 다룬 것이 부족

함에 주목하며 자기조절에 있어 의지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았다. 특히 초동기란 자신의 동기과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지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다양한 자

기조절학습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양명희(2000)는 자기조절학습의 구

성요소를 크게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구체적인 내

용을 아래의 <표 Ⅱ-2>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 양명희

(2002)는 연구자들마다 이론적 기반과 관심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을 구성

하는 변인이 상이하다는 문제에 기반을 두어 자기조절학습을 포괄적으로

개념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지조절,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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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의

차원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인지조절

인지 전략

학습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을 포함

초인지 전략
인지전략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전

략으로 계획, 점검, 조절을 포함

동기조절

목표 지향성

학습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노력

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능

의 습득을 지향

자아 효능감

학습 상황에서 목표 수행을 성공

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자신에 대

한 믿음

성취 가치
주어진 학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

행동조절

행동통제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포기하지 않

고 계속해나가는 능력

도움구하기

문제 해결에 단서나 실마리를 제

공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시간관리 능력 학습 시간의 효과적인 활용

조절, 행동조절이라는 세 차원으로 자기조절학습이 구성되며,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 각각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표 Ⅱ-2> 자기조절학습의 차원과 구성요소(양명희, 2000)

이렇게 학습자가 정보를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관점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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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에 강력한 요인이라 보고되며(Zimmerman,

1990),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의 학업성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전체 성적의 약

3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명희, 2002).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가 학습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학업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업상황에서 해야 할 숙제나 공부를 미루는 학업지연행

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역할을 확인하는 것

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적 처치를 제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가진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조절학습

학업 장면에 있어 부모가 주는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을 통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들의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과정이나 기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Barber et al., 2002). 이에 부모의 심리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통제하고 진행해나가는 자기조절학습을 고려하고자 한다. 실제 여러 선

행연구들에서 환경적 요인의 부모 변인이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특성이 학업장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확인하고 있다

(김동일 외, 2013; 임소연, 2013; Barber & Harmon, 2002; Pychyl et al,

2002). 다시 말해 부모 특성은 학업 부적응행동인 학업지연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개인 내적인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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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증가하고 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 지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들기 때

문이다(Schunk et al., 2008). 따라서 중학생 이상의 학생이 연구 대상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단편적인 영향을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발달과

정 안에서 형성된 인지적, 동기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신종호

외, 2010).

자녀의 자기조절의 발달의 주요한 영향원은 부모로(Baumrind, 1991;

Grolnick & Ryan, 1989),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

져 있다(Erdern & Uredi, 2008; Pino-pasternak & Whitebread, 2010).

Pino-pasternak와 Whitebread(2010)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된 부

모변인과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을 총 정리하였는

데, 다양한 부모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가 부적응적으로 행하는 과도한 통제나

외적인 보상을 이용한 통제는 자녀의 자기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제 부모의 통제와 자기조절과 관련해 선행 연구(Ginsburg &

Bronstein, 1993;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Knollmann &

Wild, 2007)에서 부적응적인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자기조절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지지가

아닌 통제와 감독은 자녀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해 학업실패에 영향을 주

며(Ginsburg & Bronstein, 1993), 무언가 외부 요인에 의해 동기화되는

외재적동기와 낮은 학업성취(Gottfried et al., 1994)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Nucci 등(1996)은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

을 느끼기에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 특히 자기조절학

습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율

성을 지지하지 않고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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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능력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밝혀졌다(이정윤, 최수미, 2011; 홍예지

외, 2015; Brody & Ge, 2001; Moilanen, 2007). 이정윤과 최수미(2011)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한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과 통제(심리통제, 행동통제)로 나누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

계에서 자기조절(인지조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기조절이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며 특히 부모가 행하는 심

리적 통제는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조절능력을 감소시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적 측면의 관계

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Erden과 Uredi(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주

의적이라고 인식하는 초등학생 집단의 자기조절능력은 민주적 양육태도

로 인식하는 초등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

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

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보다 자기조절학

습전략을 덜 사용한다고 하였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부

모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식이 되기에(Soysa & Weiss, 2014), 이를 바탕

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을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기조절전략과 동기적 신념은 부모양육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국내에서도 홍예지 외(2015)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

육방식의 하위요인으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측정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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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기조

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녀

의 학업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간섭을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양육태도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된다(김동일 외, 2013; 김홍석, 심혜숙, 2009). 이처럼 부모의 부

정적인 양육방식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를 종

합해볼 때,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

습전략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나타난다.

다. 부적응 완벽주의와 자기조절학습

성격 특성으로서의 완벽주의는 그 자체로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

상 이면에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고(정승진, 1999), 이와 같은 성향이

작용하는 심리내적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에는 완벽주의성향과 학업장면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나 중재변인을 확

인하여 복잡한 심리내적 구조를 탐색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지

연, 조혜숙, 2011; 추상엽, 임성문, 2009; 한영숙, 2011). 이지연과 조혜숙

(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응 완벽주

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자

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경향인 부적응 완

벽주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상엽과 임성문(2009)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수행회피 성취목

표의 매개효과와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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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동기적 측면으로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

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목표와 전략이 중재할 것이

라고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수행회피 성취목

표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이 달라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한영숙(2011)은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학업지연에 대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모두 낮은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성격특성인 완벽주의와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학업장면에서 교육적으로 처치하기가 어려운 실패공포, 자기효

능감,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주로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학업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학업지

연행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는 실제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개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매개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진행하고 통제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식

인 자기주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자기조절은 선천적

인 요인으로서 유전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에 학습 장면에서 보다 개입이 가능한 적극적인 관점을

가진다(양명희, 2002; Paris & Newman, 1990).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으로 학습을 스스로 조절, 통제하는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

습자에게 학업지연을 줄이기 위한 행동전략, 인지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

는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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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는 중학생이라고 보고된다(Paris &

Newman, 1990).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성격적 특성의 완벽주의 성

향에 영향을 받는데(조한익, 오홍석, 2009; Miquelon et al., 2005), 일련

의 연구들은 성격 특성으로서 완벽주의와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의 관계

에 주목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이현주, 손원숙, 2013; 유경나, 강민

주, 2011; 조한익, 오홍석, 2009; Gnilka et al., 2012; Mils & Blankstein,

2000; Wang et al., 2007). Miquelon 등(2005)은 단기적 종단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가진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time 1)이 이후 학업동기(time 2)

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결정성을 기반으로 한 학업동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

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결정적이지 않은 학업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자기조절학습과 학습자의 성격적

이고 발달적 측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한익과 오홍석(2009)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

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에서 우수함을 보이며, 그동안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이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 같은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춘 것에서 더 나아가 완벽주의 성향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자기조절학습

을 다루어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을 강조하였다. 이현

주와 손원숙(201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에 따

라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 및 시험불안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타인의 평가와 비판하여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알려진 타인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자기조절학습능

력을 감소시켰고, 반대로 적응적 완벽주의로 알려져 있는 자기지향 완벽

주의 성향은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자기조절학습과 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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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에서 더 확장되어 학습자의 성격적이고 발달적 측면적인 측면

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유경나와 강민주(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적응 완벽주의

가 내적 통제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

해 연구자들은 부적응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통제감을 낮게 지각하여 자

신의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통제 밖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적응 과정과의 관

계를 살펴본 Gnilka 등(2012)에 의하면, 부적응 완벽주의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에 비해 부적응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부적응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통제력이 낮고 또한 회피전략은

자주 사용하여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적응

완벽주의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Wang et al., 2007). 비록 완벽주의와 자기조절학습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부적응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이 통

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부적응 완벽주의가 높을

수록 자기조절학습전략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부적응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습 과정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사용이 낮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지연행동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인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이다. 이에 지연행동은 그동안 자기조절학습의 부

족 또는 실패의 한 현상으로 설명되어져 왔다(Ferrari & Emmons, 1995;



- 48 -

Schouwenburg, 1995; Wolters, 2003). Lay(1992)은 지연행동가들은 시간

과 노력이 덜 소요되는 과제를 더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Ferrari와

Dovidio(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성적인 지연행동

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시간

을 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el(2007)도 메타연구를 통해 지연행

동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조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요약해보

면, 만성적으로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온 자기

조절학습자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다양한 경험적 연구(김동일 외, 2013; 남경득, 손은정, 2013; 신명

희 외, 2005; 이지혜 외, 2014; 추상엽, 임성문, 2009; Howell & Watson,

2007; Wolters, 2003)에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지연행동의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자기조절 학습자와 학업지연자는 상반되

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을 가진 학습자는 다양한

인지전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전략을 지닌다. 반면 지연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학생

들은 인지적 부분에서는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이 부족하다(추상엽, 임

성문, 2009; Howell & Watson, 2007; Wolters, 2003). 동기적 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부적응인 성취목표를 지니며(Lay, 1992; Wolters, 2003),

또한 행동적 영역에서는 시간관리 기술과 자원관리 전략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명희 외, 2005; 이지혜 외, 2014; Lay, 1992; Lay &

Schouwenburg, 199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olters(2003)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자기조절학습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특

히 인지/초인지 요소와 동기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기적 요소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동

기적 요소 중 자기효능감과 힘든 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연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인지, 초인지 전략 요인 측면에서는 학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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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동을 자주하는 학생들은 초인지전략이 부족하였고, 반면 기억을 반

복하고 정교화하며 구조화하는 등의 인지적 전략들은 지연행동을 하는

경향과 큰 관련성이 없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지적 전략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동기적 측면에서는 배우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이 지연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Howell & Watson, 2007).

국내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자기조절학습의 전략과 지연행동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명희 등(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전략의 하위요인들

과 지연행동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지연에 대

해 4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행동을 자주하는 학생

들은 인지전략의 하위요소들인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의 수준이 낮

고, 통제신념 역시 낮았고, 자기조절학습 하위요인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

본 결과 자원관리전략의 시간 및 학습 환경 요소가 지연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연행동은 수행의 실

패로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때문에 특히 시간 관리나 노력조절과 같은 행

동적 전략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동기적, 인지적 전략에 초점을 둔 남경득과

손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메타인지전략이 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메타인지전략이 높을수록 지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전략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략이 부족한 경우 지연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더 최근에 이

지혜 외(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지연동기(걱정, 낙관, 반

항)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도 했

다. 이 연구에서 자기조절은 주변 환경의 유혹에도 끝까지 과업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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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지칭하며, 성격 5요인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NEO-PI-R

의 하위요인인 성실성의 세부하위요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연동기

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이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대학생이 자기조절이 되지 않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빈번하

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걱정과 낙관동기가 높은 경우 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학업지연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는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난

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중학생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의 자기조

절학습능력을 감소시켜 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 않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부적응 완벽주의는 대체로 여학생

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을 발달적, 성격적 관점에서 살

펴보는 경험적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여 학업지연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기제

를 파악하여 학업지연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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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594명이다. 연구 참여자 중 1학년은 338명(56.9%), 2학년 256명(43.1%)이며,

남학생 253명(42.6%)이고 여학생 341명(57.4%)이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취 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학습 상황에서 중학교 입학 후 학생들은

학업압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데, 중학교 입학 전의 학습 및 학교와

큰 차이가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된다(유순화, 2007). 이러한 학업성

취에 대한 압박과 불안은 자기가치(Self-worth)의 보호 전략으로 학업지

연을 야기할 수 있다(이선영, 2015). 또한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은 주 생

활공간을 가정에서 학교 기관으로 옮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신종호 외, 2010).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인 개인적 변화를

겪으며(유순화, 2007)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초기 청소년에게 보

다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Barber, 1996), 본 연구는

중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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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2016년 9월 12일, 본 연구에 대한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IRB)의 승

인이 최종 확인된 이후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 부모의 심리적 통

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각 척도의 문항 내

용의 이해도와 적절성,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9

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 소재 A중학교 1학년 학생 91명(남학생 46명, 여학생45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이 애매하게 느낄 수 있

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기 위해 학업장면에

대한 프레이밍을 주어 학업장면에서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를 측정

하는 것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과정에서 검사의 하위 구성요

인 및 문항의 적합성에 대해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받아 본 검사를

완성하였다.

본 검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와 회수는 2016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지 응답에 있어 후반 문항에 대한 불성실

한 응답을 통제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2개의(A, B)

유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에 방문하여 중학

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645부를 배포하였고, 응답이 끝난 직후 모든 설

문지를 수거하였다. 이후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거

나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51부를 제외하고 총 594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후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작성하였다.



- 53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의 측정은 중학생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

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연행동을 측정하는데 있

어 자기보고식 측정과 실제 행동의 측정 결과 간의 차이로 인해 자기보

고식 방법의 비일관성을 제기하기도 한다(Kim & Seo, 2015). 그러나 최

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행동을 측

정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심리적인 요인(부정적인 정서)을 안정적으로 파

악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는 결과 또한 발견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학업지연의 측정에 있어 오로지 실제 행동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보다 자기보고식방식이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Krause & Freund, 2014). 더불어 실제 학습자의 행

동을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마다 학업지연의 정도에 관한 조작적 정의와

판단의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이선영, 2015). 이러한 근거로 학업지연행동의 측정에 있어 학습자의 자

기보고식 응답 또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의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직접 번안하고, 예

비검사를 통해 교육심리 전문가로부터 받은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가. 학업지연행동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척도로 자주 사용

되는 Aitken(1982)이 개발한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를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이 이해하기 적합하도록 번안 및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성적인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을 선별한 목

적으로 개발 및 타당화 된 것으로, 중학교 상황에서는 경험하기 어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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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학업지연행동과 무관한 일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

라 본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업지연행동

과 관련이 없는 4문항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나는 중

요한 약속이 있을 때 입고 싶은 옷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루 전에 확인

한다’, ‘나는 거의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도착한다’ 등으로, 학업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요인

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기

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 과정에서 다른 문항들과

단일요인으로 같이 묶이지 않은 1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14문항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검사의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교육심리전공 석사과정 1인이 번안을 검

토하였고, 교육심리전공 전문가 1인이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리

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14문항 중 3번, 5번, 6번, 8번, 11번, 12번,

14번, 15번은 역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과 연구의 목적인

학업상황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가지의 심리

적 통제 개념(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을 측정하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Bosco et al, 2003; Russell & Saebel, 1997), 부모의 차별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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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누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사도구의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번안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석사과정 1인이 검토하였으며, 교

육심리전공 전문가 2인에게 제시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리커

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어머니 .92, 아버지 .92로 나타났다.

다. 부적응 완벽주의

중학생의 부적응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등(1990)이 개발

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

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며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안 과정에서 검사도구

의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

한 교육심리전공 석사과정 1인에게 제시된 하위 구성요인의 적절성을 검

토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Frost et al., 1993; Soenens et al.,

2008; Soysa & Weiss, 2014; Turner & Turner, 2011)를 근거로 하여 완

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의 다차원 완

벽주의 척도(FMPS)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과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하위요인별로 실

수에 대한 염려가 .91 수행에 대한 의심은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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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기조절학습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양명희(2000)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척도의 84문항을 김혜연(2012)이 38문항으로 축소 및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동기조절(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동통제, 학

업시간의 관리, 도움구하기)의 3가지 하위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인지조

절은 17문항, 동기조절은 11문항, 행동조절은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하위요인별로 인지조절 .87, 동기조절 .91, 행동조

절이 .90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통계값의 유의도는 p< .05 수준에서 검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인의 경향성 및 정규성을 살

펴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연구변

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본 연구의 결측치(missing date)는 전체 594개의 데이터 중 20개(3.3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측치를 EM기법(Expectation Maximization)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EM분석은 모형에 기반을 두어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회귀방정식에 의해 기대된 값으로 결측치가 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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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단계와 대체된 전체 데이터를 토대로 최대우도추정을 하는

Maximization의 두 가지 단계를 계산의 결과가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반복하는 기법이다(Kline, 2005).

다음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

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

형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추정하여 관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

고 관찰변수와 잠재변수를 구별하여 측정오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한편, 연구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할 때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적인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김주환 외, 2009; 문수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의 방향을 규명하고자 연구모형과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비위계적모델인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모형들 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

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

다. 이때 부적응 완벽주의와 자기조절학습은 각각의 하위요인을 측정변

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지만, 학업지연행동과 부모의 심리

적 통제는 모두 단일요인이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3개

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여 각각의 잠재변인을 구성하였

다. 문항꾸러미는 각 잠재변수에 임의(random)로 묶어 배치하였는데, 이

는 각 묶음 속에 배치된 문항의 특성(예: 문항신뢰도 및 타당도)이 통계

적으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적 기법인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있어  검증은 상대적으로 표본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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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고 영가설이 엄격하여 쉽게 기각한다는 단점이 있기에(홍세희,

2000),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TLI와 CFI,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를 검토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TLI

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

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모형에 대한 구조적관계가 학습

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

하고자 하였는데,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김주환 외, 2009). 형

태동일성은 자료에 적합한 모형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검

증하는 것이며, 측정동일성은 두 집단에서 측정변수들이 동일하게 잠재

변수를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 적재치에 집단별로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구조동일성은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에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

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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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

심리적통제

모심리적통제1 1.94 0.83 0.81 0.12

모심리적통제2 2.14 0.80 0.47 -.23

모심리적통제3 2.67 0.83 0.03 -.37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심리적통제1 1.83 0.81 0.93 0.21

부심리적통제2 2.13 0.79 0.56 -.30

부심리적통제3 2.53 0.87 0.01 -.52

부적응

완벽주의

실수염려 2.52 0.80 0.45 0.09

수행의심 2.60 0.93 0.09 -.40

자기조절학습

인지조절 3.35 0.61 -.25 0.66

동기조절 3.33 0.74 -.07 0.21

행동조절 3.29 0.79 -.30 0.23

학업지연

학업지연1 2.62 0.77 0.18 -.44

학업지연2 2.71 0.76 0.14 -.44

학업지연3 2.56 0.82 0.25 -.52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중학생 594명의 측

정변인들에 대한 경향성과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표 Ⅳ-1>에 제시하였다.

<표 Ⅳ-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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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ne(2005)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8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산출한 결과, 각각 변

수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값 .03에서 최대값 .81 사이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 검증에 있어 최대우도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고,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표 Ⅳ-2>에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설정한 5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14개의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의 상관행렬은 <표 Ⅳ-3>에 나타나있다. 모든

변인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Ⅳ-3>에 제시된 것처럼, 학업지연행동의 하위변인과 지각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변인과 관련성을 보였고(부 r=.28~.44, 모

r=.30~.39), 부적응 완벽주의의 하위변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44~49,

)을 보였다. 특히 자기조절학습전략과 밀접한 관련성(r=-.46~-.65)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하위변인 중 행동조절

(r=-.59~-.65)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이외의 나머지 변수들의 하위변

인 간의 상관계수도 -.18에서 .73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Kline(2005)은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90을 넘으면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Ⅳ-2>과 같이, 본 연구에

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최소값 .36에서 최대값 .6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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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1 2 3 4 5

1 모 심리적통제 -

2 부 심리적통제 .59** -

3 부적응 완벽주의 .44** .41** -

4 자기조절 -.37** -.40** -.36** -

5 학업지연 .44** .49** .54** -.69** -

<표 Ⅳ-2> 각 변인의 상관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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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어머니

심리적통제
1.모심리적통제1 -

2.모심리적통제2 .73** -

3.모심리적통제3 .58** .56** -

아버지

심리적통제

4. 부심리적통제1 .49** .43** .39** -

5.부심리적통제2 .45** .50** .50** .72** -

6.부심리적통제3 .27** .28** .55** .53** .56** -

부적응

완벽주의

7. 실수염려 .42** .38** .34** .38** .39** .26** -

8. 수행의심 .29** .31** .30** .30** .29** .23** .67** -

자기조절

학습

9. 인지조절 -.27** -.29** -.21** -.32** -.27** -.20** -.18** -.24** -

10.동기조절 -.35** -.32** -.29** -.36** -.34** -.25** -.31** -.35** .58** -

11.행동조절 -.31** -.32** -.24** -.35** -.32** -.24** -.32** -.39** .61** .67** -

학업지연

12.학업지연1 .39** .38** .31** .44** .43** .30** .44** .45** -.55** -.59** -.61** -

13.학업지연2 .38** .37** .33** .42** .42** .29** .44** .49** -.52** -.60** -.65** .78** -

14.학업지연3 .38** .37** .30** .43** .39** .28** .47** .49** -.46** -.52** -.59** .78** .78** -

<표 Ⅳ-3> 측정변인의 상관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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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습,

학업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Anderson과 Gerbing(1998)의 2단계 구조방정식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

를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이론적 기반에 근거해 공분산 경로를 설정하는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를 바탕으로(Kline, 2005), 모 심리적 통제와 부 심리

적 통제 간의 오차변량간의 상관을 가정하였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인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항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으므

로 고유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143.99 (df=64), p<.001, TLI=.977,

CFI=.984, RMSEA=.046(90% 신뢰구간=.036 ~ .056)로,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부

하량(factor loadings)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는데(김계수, 2007),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요인부하

량이 .60에서 .89 사이로 나타나 각 요인이 구성된 측정변인을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4개의 측정변수로 5개의 이론적 잠재변수

를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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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Ⅳ-1] 측정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나.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

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이 매개효과를 갖

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Ⅳ-2] 참고). 이 때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모형과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그림 Ⅳ-3] 참고).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인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시켜 변인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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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AIC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43.996
*** 64 253.996 .977 .984

.046

(.036~.056)

대안모형 298.616
*** 64 408.616 .933 .953

.079

(.070~.088)

<표 Ⅳ-4> 구조모형의 적합도

***p<.001 

[그림 Ⅳ-2] 연구모형 [그림 Ⅳ-3] 대안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 포함(nested)되지 않은 비

위계적모형이므로, 모형 간의 자유도가 다를 수 있기에   차이를 이용

한 모형 비교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RMSEA

와 TLI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주환 외, 2009). 또

한 경쟁적인 비위계적 모형들을 비교하는 경우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예측부합지수인 AIC지수를 고려하는데, AIC값은 절대량에서는 의

미가 없으나 값이 낮으면 더 나은 모형이라고 평가한다(문수백, 2009).

구조모형 검증 결과, <표 Ⅳ-4>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143.99 (df=64), p<.001, TLI=.977, CFI=.984, RMSEA=.046(90% 신뢰

구간=.036 ~ .056)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

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RMSEA와 TLI를 비롯하여 모든 적합도 지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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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대안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측부합

지수인 AIC값에 있어서도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작은 값(연구모

형: 253.996, 대안모형: 408.616)을 보여 연구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각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이 매개하는 연구모형

이 주어진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직접 경로계수의 검증 결과는 <표 Ⅳ

-5>와 [그림 Ⅳ-2]에 제시하였다.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내 포함된 직접 경로계수는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부적응 완벽주의와 자기조절학습

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β=-.16,

p<.05), 아버지의 심리적통제와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β=-.25,

p<.001), 부적응 완벽주의와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β=-.27, p<.001)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고

부적응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업지연행동과의 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학

업지연행동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심리적통제

와 학업지연행동의 경로계수(β=.12, p<.01),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행동의 경로계수(β=.28, p<.001)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학습자의 행동인 학업지연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지연행동의

경로계수(β=-.63, p<.001)도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낮을

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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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t

모 심리적통제 →

자기조절학습

-.12 -.16 .05 -2.60
*

부 심리적통제 → -.22 -.25 .05 -4.12
***

부적응완벽주의 → -.16 -.27 .04 -4.61
***

모 심리적통제 →

학업지연행동

.00 .00 .05 .08

부 심리적통제 → .16 .12 .06 2.74
**

부적응완벽주의 → .26 .28 .04 6.53
***

자기조절학습 → 학업지연행동 -.97 -.63 .07 -13.27
***

<표 Ⅳ-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직접효과)

*p<.05, **p<.01, ***p<.001

**p<.01, ***p<.001,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Ⅳ-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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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평균

간접효과

β

표준화된

간접효과

평균의

표준오차

평균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모 심리적통제 → 자기조절학습 → 학업지연행동 .12
*

.10
* .05 .03 ~ .23

부 심리적통제 → 자기조절학습 → 학업지연행동 .21
**

.16
** .07 .09 ~ .35

부적응 완벽주의 → 자기조절학습 → 학업지연행동 .16
**

.17
** .04 .08 ~ .24

다. 매개효과 검증 분석

최종 모형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는 <표 Ⅳ

-6>에 제시하였다. 이 검증은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 95%를 설정하

여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보는 방법이다(홍세희, 2000). <표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 총 3개의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지각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및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

편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

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

적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자기조절학습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6>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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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의 총 효과를 직접 및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표 Ⅳ-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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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MC

모 심리적통제

자기조절학습

-.16 -.16
* -

.32부 심리적통제 -.25 -.25
** -

부적응 완벽주의 .24 .24
** -

모 심리적통제

학업지연행동

.10 .00 .10
*

.75
부 심리적통제 .28 .12

**
.16
**

부적응 완벽주의 .44 .28
**

.17
**

자기조절학습 -.63 -.63
** -

<표 Ⅳ-7> 총 효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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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

행동에 대해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β=.10)만 주는

완전매개모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

에 대해 직접적(β=.12)으로도 영향을 주며,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간접적

(β=.16)으로도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완

벽주의 역시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직접적(β=.28)으로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β=.17)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때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적

인 영향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살펴보았다. 자기조절학습은 지각된 부

와 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에 의해 32%가 설명되었고, 학업

지연행동은 지각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

습에 의해 75%가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지연행동을 중

재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와 자

기조절학습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 70 -

변수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모 심리적통제
남학생 2.33 .66

1.23
여학생 2.26 .74

부 심리적통제
남학생 2.21 .71

2.32
**

여학생 2.07 .70

부적응 완벽주의
남학생 2.36 .73

-5.23
***

여학생 2.68 .76

자기조절학습
남학생 3.33 .63

.08
여학생 3.33 .57

학업지연행동
남학생 2.62 .69

-.56
여학생 2.65 .67

수 있다.

3. 남녀 집단 간 비교 분석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다집단 분석을 하기 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성별 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서영석, 2010). <표 Ⅳ-8>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지각된 아버지의 심리적통제와 부

적응 완벽주의의 평균값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적응 완벽주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남녀 학생 집단별 변수 특성 남 n=253, 여 n=341

**p<.01, ***p<.001

이상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 집단별로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다집단

분석 결과는 <표 Ⅳ-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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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df TLI CFI RMSEA

형태동일성(기저모형)
221.26

(128)
- - .974 .981 .035

측정동일성
243.56

(140)
22.29

* 12 .973 .979 .035

구조동일성
253.59

(150)
10.03 10 .975 .979 .034

<표 Ⅳ-9>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p<.05, ( ): 자유도

먼저 남녀 집단에서 기저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형태동일성)하기 위

해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청소

년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113.87(df=64), p<.001, TLI =.977,

CFI=.976, RMSEA=.056로, 여자 청소년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107.37(df=64), p<.001, TLI=.979, CFI=.985, RMSEA=.045로 나타나 남

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는데, 이 단계에

서는 남녀 청소년 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

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함에 있어  검증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표본크

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주환 외, 2009; 홍세희, 2000).

측정동일성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형태동일성 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

빠지지 않았으므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남녀 집단별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앞서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각 잠재변수 간 경

로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

형 간 비교를 통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TLI



- 72 -

와 RMSEA의 모형 적합도 지수에서 앞선 모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구조동일성 역시 성립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남녀 학생 집단별로 각 경로계수에 차이가 없으며, 비

표준화 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 집단에 동일하게 작동하여 집단 모두에 연구모

형이 타당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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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적 요인, 개인 심

리 요인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

떠한 학습기제와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매개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가정·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있어 자녀가 부와 모로부

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심리적 통제를 부와 모로 구분한

뒤 이를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시켜 변인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확인

하였다. 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변인으로 설정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학습자의 남녀 학생 집

단에 따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부적응행동인 학업지

연행동을 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경우,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 중 행동을 통제하고, 학업시간을 관리하며, 도

움구하기를 하는 행동조절은 다른 하위요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업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표현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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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학습자의 학습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

성은 없으나, 자신의 학업을 인지·동기·행동적 측면에서 스스로 조절해나

가는 능력은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즉, 자기조절학습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조절학습능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장면에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심리적으로 조

종하고 제한하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학습자의 학습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동안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

하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낮춤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조절학습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학생의 부적응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조절학습능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수행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학습을 능동적이고 효율적

으로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도 낮은 것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조절학습이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

동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자기

조절학습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적응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 경우 자기조절학습의 어려움으로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격적 특성의 개인이 가진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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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에 있어 남녀 청소년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학습과정에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학업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김동일 외, 2013; 신명희

외, 2005; Wolters, 200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하위

요인 중 행동조절이 다른 하위요소보다 유의하게 학업지연행동과 더 밀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행동은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신명희 외, 2005), 중학생에게 있어서도 자기조절의 하위

요인 중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시간관리 전략과 같은 행동적 요인의

부족으로 이러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환경요인인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조절학

습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 자체보다는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

해나가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부족으로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으며,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부

모로부터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느끼기에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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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burg & Bronstein, 1993; Nucci et al., 1996; Pino-pasternak &

Whitebread, 2010), 자녀들이 소극적인 반항이나 수동공격적인 반응으로

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Flett et al., 1995; Soysa

& Weiss, 2014). 더 나아가 이는 학업장면에서도 적용이 되어, 부모가

학업에 있어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따르지 않을 때 자녀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비난하는 심리적 통제를 많이 느끼게 할수록 학습자는 자

기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더 많이 하

게 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

의가 동시에 영향을 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야

할 숙제나 공부를 제 때 하지 않는 자녀의 학업행동에 있어 어머니보다

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

의 외현화 문제나 지연행동과 같은 부적응행동에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아

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백지은, 이승연, 2016; Bosco

et al., 2003; Pychyl et al., 2002)와 유사하다. 이러한 부모의 성별 차이

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밀성과 유대감을 장려하기에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자신을 위한 관심으

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영향이 완충되지만, 아버지의 경우 주로 자녀의

정체성과 자율성 발달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기에 친밀한 관계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백지은, 이승

연, 2016; Parke, 1996).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위한 개입에 있어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인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상담전

략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특히 어머니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중

학생들에게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할 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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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완전매개변수로 드러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시험공부나

숙제를 할 때 부모와 교사가 각각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물

어볼 수 있는 상대를 파악해 도움을 구하는 연습을 하게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자신만의 학습 계획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학습시간

에 대해 꾸준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심

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을 매

개로 한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학업지연행동의 감소를 위해 자

기조절학습에 대한 개입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학업 압박이 시작되는 중학생 자녀에게 부모

가 심리적 자아를 방해하여 학업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닌, 정서적

인 지지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선영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부와 모

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시켜 변인들 간의 종합적인 관

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부모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거나 부와 모는 자녀

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인임에도 부와 모를 각각 분리하여 연구모형

을 설정한 기존 연구들(백지은, 이승연, 2016; 임성문, 박명희, 2010)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개인적 선행요인인 부적응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

조절학습의 어려움으로 해야 할 숙제나 공부를 미루게 되기도 하지만,

성격적 특성인 완벽주의 그 자체만으로도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인 완벽성으로 인해 주어진 숙제

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수행을 회피하거나

미루게 되고(정승진, 1999, Soysa & Weiss, 2014), 내적 통제감이 낮으

며(유경나, 강민주, 2011),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이현주, 손원숙, 2013)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이 때 학업지연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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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부분매개변수로 드러난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담개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부적응 완벽주의 성향 자체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격적 특성이자 기질인 완벽주의 성향을 변화

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중학생의 부적응 완벽주의를 발달시키는 환

경에 대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임성문, 박명희, 2010). 구체적으로 교수

-학습 측면에서는 교사가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도움과 애착

을 기반으로 한 지지(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적

응 완벽주의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을 고려했

을 때, 부모 역시 학업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녀의 자율성

을 보장해주는 것이 학업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나 그 기제가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타인에게서 오는 평가와 불안에 더 민

감하며(Deacon, Abramowitz, Woods, & Tolin, 2003; McLean, &

Anderson, 2009),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더 높다는(윤숙경, 1996;

신지은, 이동귀, 2011)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통합

적인 관계에서는 남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연

구(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Flett et al., 1992)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도 구조적 관계에 있어 남녀 학생의 차이는 뚜

렷하지 않으며,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남녀 학생 구분할 것 없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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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연행동 감소를 위해 학습자의 동기·인지·행동적 측면의 자기조절학

습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과 동시에 부모는 심리적으로 지지와 자

율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공헌점과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학업지연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적 요인

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줄이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와 학업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의

확인을 통해 기존 연구를 보다 확장하고, 선행요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과정과 기제를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특

히 지능과 같이 변화하기 힘든 요인이 아닌, 학습자가 개인적인 노력이

나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는 적극적인 관점의 자기조

절학습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것은 교육적 처치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학업 장면에서 학업미루기 행

동을 조절해나갈 수 있는 교사, 부모, 학생의 맥락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가진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위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아래와 같이 제언하

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 완벽주의, 자기조절학습, 그리고 학업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횡단적

접근을 넘어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아직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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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음(박현정, 이진실, 2010)을 고려할 때,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학업지연행동의 엄밀한 선행요인을 밝힐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동일 외, 2013; 이선영 외, 2016;

Barber & Harmon, 2002)와 마찬가지로 부모 변인과 자녀의 학업행동과

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보다는 동기적인 개인적 특성을 매개

로 함을 확인했다. 이 때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 있어 지각된 아버지

의 심리적 통제에 비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심리

적 통제 외에도 학업지연행동이 다른 가정·환경적 변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전반적인 학업에

있어 부모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타인이기에,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부모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장면에서 부적응 행동인 학업지연행동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완벽주의의 부적응 특성에 초점을 두어 부적응 완벽

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완벽주의는 이

와 같은 분류 외에도 완벽주의가 행하는 방향에 따라 자기지향, 사회부

과,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구분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방향에

따라 완벽주의를 구인하여 학업지연행동 및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에 관한

폭 넓은 이해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

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에 대한 압박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중학

생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중학생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연령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다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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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학교 급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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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학습 및 평상시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어 연구팀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박혜성 

Ⅰ.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1. 여러분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1) 1학년    (2) 2학년

 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3. 평균적으로 여러분의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1) 상위권    (2) 중위권    (3)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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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숙제를 시작하지 않고 미룬다. 1 2 3 4 5

2 나는 종종 정해진 기한 내에 숙제를 끝내지 못한다.  1 2 3 4 5

3 나는 스스로 세워 놓은 마감기한에 맞추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해야 하는 공부나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바로 시작하고 싶지가 않다. 1 2 3 4 5

5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숙제를 해서 기한에 맞춘다. 1 2 3 4 5

6
오늘까지 해야 하는 숙제가 많다면, 나는 그 숙제들을 다 
끝내는 편이다. 1 2 3 4 5

7
정해진 기한 내에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8
학교에서 나는 자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 저
녁에 해야 할 숙제나 공부를 미리 시작한다. 1 2 3 4 5

9
나는 숙제를 너무 오래 미뤄서 끝내야 할 시간 안에 
숙제를 다 못하기도 한다. 1 2 3 4 5

10
나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숙제나 공부의 양을 실
제 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잡는다. 1 2 3 4 5

11
숙제나 공부를 정말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일을 미루지 않는다. 1 2 3 4 5

12
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있을 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시작한다. 1 2 3 4 5

Ⅱ. 다음 문항은 평소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해야 할 숙제나 공부를 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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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스마트폰, 게임, 친구랑 놀기 등)

14 나는 종종 정해진 기한 전에 숙제를 끝낸다. 1 2 3 4 5

15 나는 해야 하는 숙제나 시험공부를 바로 시작한다. 1 2 3 4 5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 상황에서 나의 아버지는...

1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잘 듣지 않으신다. 1 2 3 4 5

2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 1 2 3 4 5

3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1 2 3 4 5

4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1 2 3 4 5

5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항상 알려주려고 하신다. 1 2 3 4 5

6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기분이나 생각을 항상 바꾸려고 하신다. 1 2 3 4 5

7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1 2 3 4 5

8
나를 혼낼 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시 들추어 
말씀하신다. 1 2 3 4 5

Ⅲ. 다음 문항은 여러분 “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업과 관련해 (예: 나의 공부, 시험, 성적 등) 아버지께서 나를 대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아래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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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 상황에서 나의 어머니는...

1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잘 듣지 않으신다. 1 2 3 4 5

2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 1 2 3 4 5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 상황에서 나의 아버지는...

10 나를 위해 그동안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1 2 3 4 5

11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을 하
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12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정하지 않게 
대하신다. 1 2 3 4 5

13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실 것이다. 1 2 3 4 5

14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
드릴 때까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15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자주 바뀌신다. 1 2 3 4 5

16
나를 격려해주시다가도 이내 엄격해지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진다. 1 2 3 4 5

Ⅳ. 다음 문항은 여러분 “어머니”의 평소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업과 관련해 (예: 나의 공부, 시험, 성적 등) 어머니께서 나를 대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아래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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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 상황에서 나의 어머니는...

4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1 2 3 4 5

5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항상 알려주려고 하신다. 1 2 3 4 5

6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기분이나 생각을 항상 바꾸려고 하신다. 1 2 3 4 5

7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1 2 3 4 5

8
나를 혼낼 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시 들추어 
말씀하신다. 1 2 3 4 5

9
내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충실하지 않다고 하시거나, 좋
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10 나를 위해 그동안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1 2 3 4 5

11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을 하
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12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정하지 않게 
대하신다. 1 2 3 4 5

13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실 것이다. 1 2 3 4 5

14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
드릴 때까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15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자주 바뀌신다. 1 2 3 4 5

16
나를 격려해주시다가도 이내 엄격해지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진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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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트나 교과서를 소리 내서 외운다. 1 2 3 4 5

2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 1 2 3 4 5

3 나는 학습내용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공부한다.  1 2 3 4 5

4
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본다. 1 2 3 4 5

5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아본다. 1 2 3 4 5

6 나는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1 2 3 4 5

7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립해본다. 1 2 3 4 5

8
국사나 사회(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시대별로 묶어서 
공부한다. 1 2 3 4 5

9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본다. 1 2 3 4 5

10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 2 3 4 5

12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곤 한다. 1 2 3 4 5

13
나는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1 2 3 4 5

14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1 2 3 4 5

Ⅴ. 다음 문항은 공부와 관련된 평소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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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
은 부분은 건너뛴다. 1 2 3 4 5

17
나는 시험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한다. 1 2 3 4 5

18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1 2 3 4 5

19 나는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20
나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1 나는 우리 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1 2 3 4 5

22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 할 것이다. 1 2 3 4 5

23 나는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나 숙제를 잘 풀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볼 때 교과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2 3 4 5

26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학교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5

28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1 2 3 4 5

29 나는 공부를 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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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내기 전까지는 공부에 집중한다. 1 2 3 4 5

32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1 2 3 4 5

33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1 2 3 4 5

34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별로 계획을 세
워 공부한다. 1 2 3 4 5

35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1 2 3 4 5

36
나는 시험공부를 할 때 친구들로부터 시험에 대한 여
러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7
나는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거나 같이 공부한다. 1 2 3 4 5

38
나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
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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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2
항상 잘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못하면 나는 뒤떨어지는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실수를 한다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 낮게 평가할 것 같다. 1 2 3 4 5

5 나는 어떤 일에서든 최고가 아니면 싫다. 1 2 3 4 5

6 조금만 실패를 해도 완전히 실패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면, 나는 공부에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8 실수를 한다면 나는 속상할 것이다. 1 2 3 4 5

9 내가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실패한 학생인 것이다. 1 2 3 4 5

10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음에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종종 느끼곤 한다. 1 2 3 4 5

11 나는 매일 하는 간단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12 나는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Ⅵ. 다음 문항은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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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ed by Self-Regulated

Learning

Hyesung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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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maternal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lso,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at

those mechanism varied by gender groups. A total of 594

students(235 boys and 341 girls) from three different middle schools

in Seoul answered survey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all the pathways except the link between ma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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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ootstrapping analysis indicated that the link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regulated learning, whil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was partially medicated. Maladaptive perfectionism had also a

direct as well as indirect link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through

self-regulated learning.

Additionally, the findings regarding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ructural paths as a function of

gender.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pathway would apply to

regardless of gender groups within the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ed by self-regulated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at parental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such as

maladaptive perfectionism had even stronger relation to academic

procrastination than maternal one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synthetically. In conclusion, it is needed to develop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cluding cognitive, motiva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and intervene parental support for reducing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Implications for respective

counseling on academic procrastination in term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perceived parental control,

maladaptive perfectionism, self-regulated learning

Student Number : 2015-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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