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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G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법적보

호자)의 허락을 구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508명의 자료를 구

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부학습관여와 진

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단독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다중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반면, 모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만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자녀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양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초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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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에는 현재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직업세계는 현재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이를 계발하도록 도와주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

에 진로활동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가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

한 2015년 12월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교육부, 2015).

초등학교 시기는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Gottfredson, 1981). 이 때 자신에 대한 이해,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 사회적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등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함께,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며, 직업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박한샘, 2010).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아동기 초기에는 환상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비교적 현

실적인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하며, 자기의 적성과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Clutter, 2010).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원만한 진로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지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Herr,

Cramer, & Niles, 2004).

특정 시기에 이루어야 할 진로발달과업은 진로성숙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진로성숙이란 개

인이 진로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연령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수준으

로 정의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성숙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

반에 걸쳐 발달과업을 달성해가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며(Gottfredson, 1981), 아동기부

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Hartung, Prifeli, & Vondracek, 2005; Magnuson & Starr, 2000). 하

지만 이제까지 아동기의 진로성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많은 연구자들이 본격적

인 진로지도는 중ㆍ고등학교부터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ㆍ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신은영, 김누리, 2004; 정경은, 이혜경,

2005). 뿐만 아니라 진로성숙에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진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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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을 뿐(이진선, 이

규민, 2015; 조효정, 황매향, 2014),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은 아동기의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들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진로지도 및 교육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채진영, 2010; Super, 1990).

최근의 진로이론에서 널리 주목받고 있는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있어 개인적 특성과 함께, 환경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

다(Lent, 2005). 특히 이 중 부모 관련 변인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변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양난미, 2008). Bronfenbrenner(1989)의 생태체계이론에서도 아

동의 행동, 인지, 동기,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부모라고 하였

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에 초등학

생들의 진로발달에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Hartung et al., 2005).

Young과 Friesen(1992)은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

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녀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는 현실적인 포부의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아동

에게 제공하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Schunk & Meece, 2006). 또한 아동에게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노력은 아동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Bandura, 1977). 한상근

(200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호직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부모를 꼽았다.

자녀의 학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모학습관여(parental academic involvement)는 자녀

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가 행하는, 학업분야의 멘토링과 학습코칭을 포함한 자녀학습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김종덕,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효과적으로 자녀교육

에 관여했을 때,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이는 자녀의 진로발달에도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 이은경, 2008). Young과 Frieson(1992)도 부모의 긍정적 관여가 

아동의 진로선택, 진로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Keller과 Whiston(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아동의 진로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res와 O’Brien(2002)는 부모학습관여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예측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의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과도한 부

모의 학습관여는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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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숙, 2010; 김홍석, 심혜숙, 2009; 박외자, 2010; Song, Bong, Lee, & Kim, 2015). 이처럼 부모

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자녀의 진로성숙을 위

해 부모의 긍정적인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자녀의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들 중, 주목해볼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꼽을 수 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수행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힘든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는 자기 신념이며(김아영, 박인영, 2001),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이나 신념을 말

한다(이현림, 200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이나 진로선택의 영

역에서 인지적ㆍ동기적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목표 설정과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김홍석, 김정섭, 2015).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도전적 과제 선택에 영향

을 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Bandura & Schunk, 198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임을 밝힌 선행연구(고복순, 김영혜, 2011; 한수정, 2013)는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진로성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주도

적으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et al.,

2001). 이은경(2001)은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라고 하였다. 김수리와 이재창(2007)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진로성

숙 발달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상황에서 진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외자, 2010).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더 높은 학업

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도전의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업 선택 범위와 선택한 분야에서의 지속

성 및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andura, 1977, 2001). Crites(1978)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은 학업성취에 의해 제한을 많이 받으며, 학업성취는 진로성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공인규, 정흥식, 안창규(2007)의 연구

에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부진과 학업적인 자신감 부족으로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학습자의 학업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복순, 김영혜, 2011). 학업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직접 실행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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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없으면, 진로준비행동을 잘 해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문승태, 박미하, 2013).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에 주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서 학업을 수행해 나갈 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가능

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황매향, 임은미, 2004).

더 나아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자녀의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시사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 외적 변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연희, 2011; 한수민, 오인수, 2014; Huang & Hsieh, 2011; Keller & Whiston,

200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연희(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2013)은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

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학습관여는 아

동의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고(장영은, 2010), 한민영(2013)의 연구

에서도 부모학습관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Fan

과 Chen(2011) 역시 부모의 학습지도, 교육환경지원 및 교육적 지지가 학습자들의 학업적 흥미

나 자신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학습관여 변인이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

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간과하였고, 부모학

습관여와 아동의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 두 변인의 다중매개 효과 역시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탐색하여 환경적 변인(부모변인)과 아동의 개인변인들(학업 및 진로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과 구분하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미영, 2017; 서현석, 2014; Aunola & Nurmi, 2005; Shanahan,

McHale, Crouter, & Osgood, 2007).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

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난미와 이은경(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습관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반대로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ase와 

Dahlbeck(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관여는 여학생의 진로변인을 예측하지만 남학생의 진로

변인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남학생의 진로변인만을 예측한다

고 하였다. Grolnick과 Slowiaczek(1994)는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606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에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 아닌,

고유의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각

각 나누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구조관계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진로발달은 각 시기마다 요구되는 과업과 수준이 다르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

인기 진로발달의 양상은 다르다(Herr et al., 200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변인과 함께, 진로성숙,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중ㆍ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만 주로 이루어져왔던 진로성숙 연구를 확장하여,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

습 관여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아동의 진로성숙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의 진로성숙

을 위한 부모교육의 시사점을 얻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 및 학부모 상담에 도움

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4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자 선정을 위해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심의를 통과한 뒤, 법적 보호자 및 학생의 동

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592부 배부하여 57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64부를 제외한 508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

생 243명(47.8%), 여학생 265명(52.2%)이었고, 5학년 252명(49.6%), 6학년 256명(50.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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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은미(1998)가 개발한 부모행동검

사를 바탕으로 김종덕(2001)이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격

려, 학업 정보제공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 선택권 부여는 “부모님은 

공부에 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민주적 규칙제공은 “부

모님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적정성과 추구는 “부모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고 하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진보 격려는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이겨 내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 정보제공은 “부모님은 공

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 주신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2이고 어머니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였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66~.83 사이였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학업수행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힘든 

과제를 수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아동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오민영(2015)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오민영

(2015)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과제난이도 선호경향

(문항예시: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자기조

절효능감(“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자신감(“수업시간에 발표

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역채점)의 3개 하위요인,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의 신뢰도는 .87, 자기조절 효능감은 .87,

자신감은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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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 필요한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F: 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은경(2001)이 타당화하고, 최현주(2014)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제작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5문항으로, 직업정보 수집(문항예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목표설정(“앞으로 중학교

에 진학했을 때,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계획수립(“앞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제해결(“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자기평가(“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의 5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고, 하

위요인의 신뢰도는 .50~.81로 나타났다.

4) 진로성숙

아동의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정익중, 임진영과 황매향(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등학

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적 연속선상의 

개인의 위치와 동일한 연령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수준으로 정의된다(한국교육개

발원, 1992). 총 2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자기이해 6문항

(문항예시: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독립심 4문항(“부모님이 내게 어떤 특정한 직업

을 가지라고 결정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계획성 7문항(“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보곤 한다”), 일에 대한 태도 5문항(“나에게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갖지 않겠

다” 역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 하

위요인의 신뢰도는 .54~.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3.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변인들의 기술통계량(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각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

다. 다음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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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절대 적합도 지수 χ2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클 때 유의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

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차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형 평가를 위해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다. 비교적합도 지수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가 .95이상이거나 모수 불일치성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5 이하이며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close fit)를 가진 모형으로 보았고(Hu & Bentler, 1999), TLI와 CFI가 .90~.95이거나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RMSEA가 .08~.10이면 보통적합도를 가진 모형으

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Rindskopf, 1984). Bootstrapping은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

의 추정값이 BC(bias-corrected)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도 .05수준에서 매

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의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극단적이라고 보며, 첨도의 절

대값이 8.0 미만이면 적절하고 8.0~20.0이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0보다 크면 분

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0). 왜도와 첨도를 검토했을 때, 본 연

구의 표본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학습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부학습관여와 모학습관여(r = .809,

p < .01), 부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 = .404, p < .01), 부학습관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 = .408, p < .01), 부학습관여와 진로성숙(r = .389, p < .01), 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r= .389, p < .01), 모학습관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381, p < .01), 모학업관여와 진로성숙

(r = .428, p < .0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577, p < .01),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진로성숙(r= .496, 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r= .564, p < .01)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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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부ㆍ모 학습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

숙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χ2(199) = 2597.32, p= .00, TLI=.67, CFI=.72, RMSEA=.15

SRMR=.073로 나타났다. RMSEA가 .10보다 높고 CFI가 .90보다 낮아서 모형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Hu & Bentler, 1999). 수정적합도 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한 결과,

부모학습관여 5개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의 수정적합도 지수가 모두 높았다. 이론적으로도 아버

지변인과 어머니변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고(정정애, 2010), 부모학

습관여 5개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 오차변량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오차변량 간 상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오차항에 공분산을 각각 설정하였다. 부모학습관여의 하위 5개 측정변인의 오

차항에 공분산을 설정 한 후에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194)=872.50, p= .00, TLI=.90,

CFI=.92, RMSEA=.08, SRMR=.06로 CFI가 .90보다 높고 SRMR이 .08보다 낮아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신뢰도와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구인신뢰도(CR)값과 평균분산추출(AVE)값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 λ와 CR 값과 AVE 값을 사용하였다. 표준화 λ값이 0.7이상이고, AVE

값이 0.5보다 크고 CR 값이 0.7보다 크면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간주한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4). 판별타당도는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이 0.9보다 작고, 가 상관계수 값보

다 커야 한다(Hair et al., 2014). 먼저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인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산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인신뢰도는 .69로 .70

에 근접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잠재변인의 구인신뢰도(CR)는 .71 ~.91의 범

위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인 .70보다 높았고 평균분산추출(AVE)은 부학습관여 .59, 모학습관여 

.5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6로 판정기준인 .50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45, 진로

성숙 .42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은 평균분산추출(AVE)의 판정기준 .50에 미치지 못하

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진로성숙의 하위변인인 독립심의 낮은 경

로계수 값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낮은 이유는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신감과 독립심의 표준화계수 값이 작을 수 있

고 이는 오히려 아동의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인숙(2011)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적었으며,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한 연구(송인섭, 정미경, 김효원, 최영미, 2011)에서도 다른 변인에 비해 독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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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으로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평균

분산추출의 판정기준 .5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평균분산추출

의 값이 모두 .50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인 독립심은 각각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의미 있고 필요한 하위변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 자신감과 독립심을 하위요인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3.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04, CFI=.920로 .90보다 높았으며, RMSEA=.083이며,

SRMR=.061로 .08보다 낮아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와 같

다. 구체적으로 모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의 경로(b = .309, p< .001), 부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경로(b = .186, p< .05), 모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b= .303, p<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의 경로(b= .170, p< .05), 부학습관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경로(b = .177, p< .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에 있는 경로(b = .461, p< .001),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b= .951, p< .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부학

습관여에서 진로성숙의 경로(b= -.017, p> .05), 모학습관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 -.073, p> .05).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t

부학습관여 → 진로성숙 -.017 -.016 .071 -.236

모학습관여 → 진로성숙 .309 .282 .077   4.030***

부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186 .204 .079  2.368*

모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303 .318 .084    3.621***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170 .147 .088   1.925*

부학습관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77 .148 .081  2.201*

모학습관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73 -.059 .086  -.84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461 .525 .063   7.329**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951 .725 .086   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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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부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에 이르는 경로와 모학습관여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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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들을 제거하여 간명모형을 설정하였

다.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TLI

와 CFI 값이 .90보다 크고, SRMR값이 .08보다 작아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0.772, 자유도 차이가 2이고 p값이 .680으로 χ2 값의 

감소가 자유도의 감소를 만회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명모형이 연

구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었고, 간명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간명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SRMR RMSEA

연구모형 872.498 194 .000 .904 .920 .0606
.083

[.077, .089]

간명모형 873.270 196 .000 .905 .920 .0605
.083

[.077, .088]

차 이 0.772 2 .680

최종모형에서 각 잠재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최종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모학습관여에서 진로성숙(b = .295, p< .001), 부학습관여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b = .197, p< .05), 모학습관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b = .289, p< .001),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b =.170, p< .05), 부학습관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 .126, p<

.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성숙(b = .459, p<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b = .935, p< .001)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t

모학습관여 → 진로성숙 .295 .269 .050  5.886***

부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197 .215 .078 2.534*

모학습관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289 .304 .082  3.542***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170 .148 .086 1.970*

부학습관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26 .105 .054 2.30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459 .522 .062  7.390***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35 .715 .083 11.288***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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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최종모형

4.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 매개경로를 나타내는 팬텀변인을 설정한 팬텀모형에서 Bootstrapping을 적용하

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Bootstrapping 절차는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부학습관여로부터 진로

성숙의 경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 역시 유의

하였다. 이는 부학습관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1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속적인 경로를 통해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

한다. 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경로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 로

비표

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p

BC 

95%신뢰구간

부학습관여→학업적 자기효능감→진로성숙 .034 .033 .032 .100 [-.005, .121]

부학습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058 .052 .029 .023 [.006, .125]

부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085 .081 .042 .025 [.010, .175]

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049 .045 .037 .074 [-.005, .154]

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
.124 .110 .045 .001 [.05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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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에서 모학습

관여는 자녀들의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다중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여 간접적 영향 역시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부학습관여는 매개변인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이 부모학습관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간접적이든 직접

적이든 자신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부모가 긍정적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의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자녀의 진로발달에 부모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진로발달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경

험적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Mitchell 1996; Schultheiss & Blustein, 1994). Desforges와 

Abouchaar(2003)는 부모학습관여는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이 다른 요인보다 크다고 하

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관여하며, 자녀의 소질, 적성을 찾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며, 자녀들의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자녀의 진로성숙에 도

움이 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머니와 다른 특징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현석, 2014; Aunola & Nurmi, 2005; Shanahan et al., 2007). 예를 들어 김충

기와 천귀순(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 변인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 변

인이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의 학습관여와 어머니의 학습관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에 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학업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높은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려는 태도를 기

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Zunker(2002)는 아동은 발달단계에 알맞은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아동기의 학업적 경험이 진로의 경험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지며, 부모 역시 진로영역보다는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

감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관심, 목표설정으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부모는 자녀들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일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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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부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단독 매개효과가 존재하였

지만, 모학습관여부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이르는 경로 자체가 유의하지 않다. 아직까지 

부모학습관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아 이 결과를 다른 선

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선행연구들(김수리, 이재창, 2007; 박외자,

2010; Lease & Dahlbeck, 2009; Turner & Lapan, 2002)에서 부모 관여변인이 자녀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부모 중에서도 특히, 아버

지가 자녀의 공부목표와 성과를 함께 검토하여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녀가 자신의 미래 직업에 관심을 갖고, 그 직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결과는 아버지 변인과 어머니 변인에 따라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김예수와 조붕환

(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

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

를 들어 아버지의 학습관여는 자신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의 학습관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였다(황희숙, 김은희, 주희진, 2012). 반면, 어머니의 학습

관여는 아동기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보다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

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아동들이 인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역시 추

후 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진로성숙

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주로 진로성숙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변인ㆍ환경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초등학

생 시기에 진로성숙의 발달과정을 밝히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른 나이부터 진로발달

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진로상담 및 교육 영역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관련 변인을 살펴본 것 역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통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한다면,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를 통해 더욱 효과

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할 것은 

부모학습관여를 자녀들에게 통제로 인식되거나 압력으로 지각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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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나 학업 압력은 오히려 아동의 지적발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종백, 김준엽,

2009). 따라서 부모는 긍정적인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궁

극적으로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모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

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업 측면과 진로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진로성숙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변인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인 간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부모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였다(문은식, 김충희,

2003; 양난미, 이은경, 2008). 따라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학습관여의 영향을 단순히 학

업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아동의 진로발달 영역에서 살펴본 것 역시 이 연구의 의의 중 하나

로 여겨진다.

넷째, 부모의 성별에 따른 긍정적 학습관여 영향의 차이를 밝힌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는데,

아버지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녀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즉, 아버지들은 자녀의 학업과 

양육을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보다 다정한 모습으로 공감

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들과 상의할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진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학습관여와 자녀의 지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지각에만 의존하

는 연구결과만으로는 양방향적 특성을 지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를 지각하는 학습관여 변인을 함께 측정하여 부모의 지각과 자

녀의 지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5, 6학년 학생이

다. 지역 및 학교환경에 따라 개인요인(성별, 자아존중감 등), 가정요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습관여도, 부모양육태도 등), 학교요인(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등이 다를 수 

있기에 아동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하고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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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및 학교환경에 따른 표본 집단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구조방정식을 사용해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

문에 진정한 인과관계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횡단적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시간 경

과에 따른 발달과정이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에 대한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조사하는 종단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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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Positive Academic Involvement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Kim, Daeyoung**

Joeng, Ju-ri***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 city. With parental or legal guardian permission,

5th and 6th grad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asked to complete

a survey packet consisting of parental positive academic involvement,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cales. A total of 508 surveys were

obtained after data screening.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mployed and the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by a

bootstrapping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 maturity.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only on the relationships of patern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 maturity.

Therefore,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can facilitate their children’s career maturity through

improving their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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