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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 모형을 설정하
고,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G시의 6개 고등학교 학생 300명(남자 139명, 여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
전략, 학업미루기 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에서는 개별 관측변수가 신뢰성이 있으며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모형 또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토대
로 설계된 연구모형이 변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통해 학업미루기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및 상담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미루기, 자기조절학습전략

* 본 연구는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지원을
받아 진행한 논문임(NRF 2010-B00218).1)
** 교신저자2)

30 아시아교육연구 14권 2호

Ⅰ.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긴장과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과제 수행 및 경험 등을 행할 때에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된다(정
철상, 2011). 여러 발달과업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학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입시위주의 교육, 대입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사교육 열풍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학업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심우엽, 2001; 이서원, 장용언, 2011; 전영주, 이숙현, 2000; 정철상, 2011).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들에게 학업이 가진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부터 학업 부적응, 나아가 학교 부적응,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서원, 장용언, 2011).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들을 탐색하여 그에 대
해 적절히 예방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학업미루기 행동은 학업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발달 과업으로서 적절한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 미루기는 학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훈, 신희천, 2009). 학업미루기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시험, 과제 등의 목표 행동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Lay & Schouwenburg, 1993;
Tuckman, 1991), 우울, 불안, 죄책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

다(김광숙, 김정희, 2007; Johnson, 1992).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대략 15%에서 20%는 잠재력과
수행수준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Mandel & Marcus, 1988; McCall, Evahn, & Kratzer,
1992). 게다가 이러한 부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낮은 학업 수준의 핵심 요인이 미루기

라고 응답하고 있다(Mandel & Marcus,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미루기 행동 개선프로그
램이 학업미루기 행동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고(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학업미루기 행동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추상엽, 임성문,
2007) 와도 일치한다. Owens 등(1997)은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수준의 미루기 행동을 하는 고

등학생들은 과제를 잘 끝마치지 못하고 과제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험공부를
늦게 시작하고 공부시간 역시 적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된 발달 과업인 학업과 관련하여 미루기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청소
년기의 주요 과업인 학업 수행과 성취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해소하
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관한 연
구는 학업 및 진학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정서적 취약함을 드러내기 쉽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미, 양난미(2011)는 학업미루기 행동이 외국의 경우 대학생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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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공부하므로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업문제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
는 대상이 고등학생 내지는 수험생 집단임을 감안하여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연구가 절실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미루기 행동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내외적으로 어떤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학업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단서
를 얻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루기 행동은 주어진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으로 이러한 지연행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나타날 때 이를 학업미루기 행동이라고 한다(Ferrari, 2001). 미루기(procrastination)의 사전적 정의
를 찾아보면 미루기 연구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The 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면 미루기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그것이 즐겁지 않거나 지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결을 늦추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Procter, 1995). 즉, 미루기 행동의 원인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지와 정서를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과제 특성이 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사전에 따르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느린 사람’이라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Sinclair, 1987). 이것은 미루기 행동이 과제 특징에 좌우되기 보다는 개인 특성이나 성격에 기인한

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사전적 관점을 정리하면, 미루기란 크게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또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04).
1970년대 이후 미루기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면서(신을진, 고진경, 2011), 여러 연구자들이 각

자 중요하게 생각되는 측면을 부각시키며 미루기의 다양한 정의들을 제시하였다. 미루기와 관련
한 정의로는 예정된 시간까지 과제와 활동을 미루는 행동적 측면(Ellis & Knaus, 1977), 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 경향을 강조한 인지적 측면(Lay, 1986), 두려움이나 불안에 직면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전략으로서 정서적 측면(Burka & Yuen, 1983) 등이 있다. 좀 더 최근의 연구
경향은 미루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미루기 행동이 자기조절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Ferrari(1991)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많이 미루며, 학업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고, Sommer(1990) 또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계산
된 미루기 행동, 준비된 불안, 최절정의 벼락치기, 직전에 결정내리기, 그리고 축하받을 만한 성
과라는 행동 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미루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미루기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미루기 유형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제안하게 되었다(Alexander &
Onwuegbuzie, 2007; 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 Corkin, Yu, Lindt, 2011; Howell
& Watson, 2007; Schraw, Wadkins & Olafson, 2007). Chu와 Choi(2005)는 미루기 유형을 수동

과 능동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능동 유형들은 수동 유형과 비슷한 정도의
미루기 행동을 하지만, 의도적인 시간 사용, 시간 통제력, 자기효능감, 대처 유형, 스트레스, 절
망, 삶의 만족도, GPA 등에서 일반학생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Chu & Choi, 2005).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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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도 능동 유형은 시간에 대해 유동적이고 융통적인 개념을 가지며, 시간에 대한 통제
력이 더 크다고 느끼고, 한 번에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기가 인
식한 성과가 좋다고 보고하였다(Choi & Moran, 2009).
미루기 행동과 관련한 주제들로는 과제 특성이나 상황에 따른 미루기 행동(Blunt & Pychyl,
2000; Ferrari & Scher, 2000; Lay, 1992) 연구들이 있고,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

이 있다. 대부분의 미루기 연구는 주로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ishcel &
Shoda, 1998). 이러한 연구 경향은 미루기 행동이 주로 개인 내적 변인들 – 자아개념(김광숙, 김

정희, 2007; 한영숙, 2011), 성격 유형(김광숙, 김정희, 2007), 통제 소재(이은정, 2002), 자기조절학
습능력(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완벽주의 성향(Chabaud, Ferrand, & Maury, 2010; 이미
라, 2009; 이은정, 2002; 한영숙, 2011; 허효선, 2012) - 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루
기를 안정적인 성격적 기질로 본다면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전략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
이 있다. 반면, 미루기를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간주한 연구들은 미루기를 실제의 일이나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행동으로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Longergan & Maher, 2000; Tice & Baumeister, 1997; 배병훈, 신희천, 2009). 이러한 정의에 따

르면 미루기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미루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미루기를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인적 행동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맥락 변인과 개인 변인 등이 있다. 이중에서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한 맥락 변인으로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부모, 친구, 교사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세 변인 중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지속적으로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다. Pychyl, Coplan과 Reid(2002)은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
로 부모양육태도를 언급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발달 이론
과 선행의 연구들에 근거해 부모의 영향이 여전한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업미루기 행동과 부모양육태도를 연구한 결
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거부적 태도, 아버지의 돌봄적 태도 등이 미루기와 관계되어 있음이
나타났다(Voicu, 1992). Ferrai와 Olivette(1993)은 부모 권위 유형이 미루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권위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높은 미루기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아버지를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미루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errari,
Harriot과 Zimmerman(1999)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미루기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크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미루기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고 있다.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 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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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 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고 여기는 학생은
미루기 행동을 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미루
기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Pychyl, Coplan과 Reid(200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
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는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문(2006)은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으로 형성된 초기 부적응도식과 미루
기 행동 간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모가 아동의 삶에 깊이 관여하거나 과잉보호하며 또는
지나칠 정도의 무한한 자유와 자율성을 줄 때 미루기 행동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양육
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물로 리뷰 연구를 통해 일련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Schouwenburg 등(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비

판적 태도’는 학업미루기와 .24의 정적 상관을, 수행에 대한 기대는 .21의 정적 상관을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다. 황임숙, 장성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
와 학업미루기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Pychyl, Coplan과 Reid(2002)
에 따르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개인 변인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개인 변인으로 자아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자아개념은
부모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동시에 학업미루기 행동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자아개념 중에서도 학업미루기 행동과 같이 학업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는 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들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ion learning)은 학습자
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 나가는가에 관련한 것으로 행동에서 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

· · ·

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 전략이란 인지 동기 정서 행
동 그리고 맥락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자기 동기로 학습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을 최적화하고 연습을 통해
학습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간다(방선욱, 2009). 이러한 개념은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학업수
행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고 조절해주는 변인임을 알게 해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정애
(2010)는 아버지의 성취, 애정 태도와 어머니의 애정, 성취, 자율 태도가 자기조절학습전략과 유

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결과는 자녀의 성취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양육태도의
경우는 어머니에게서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민주(2011)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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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모
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의 관계를 연구한
윤석진(2008)의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태도가 자녀의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자녀의 성취를 기대
하고 자극할 때 자녀들은 높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은 학업미루기 행동을 유의하
게 설명하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Schouwenburg, 1994).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업미루기 행동
간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미루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규준이나 목표 세팅에 취약하
고 결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uwenburg et al., 2004). 학업 영역에서 미루기 행동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약하거나 결핍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신을진, 고
진경, 2011). 학업에서 미루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
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며(추상엽, 임성문, 2007; Howell & Watson, 2007; Wolters, 2003),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u & Choi, 2005; Saddler & Buley, 1999). 또한 행동적 영역에
서는 시간관리 기술 및 자원관리전략이 부족하다(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Lay, 1992). 신을
진, 고진경(2011)은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업미루기를 하는 집단은 의도적으로 미루기 행동
을 하고, 과제의 마감능력에서 평균이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명희, 박승호, 서
은희(2005)는 학업미루기 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관계연구를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
업미루기 행동의 42%를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
지, 정서, 행동 전략 중에서 학업미루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전략 영역은 행동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미루기가 적절한 시점에서의 수행과 관련한 행동적 측면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 변인에 해당
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미루기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맺
고 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 변인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에서 학업미루기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 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인 간 관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을 매개한다는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학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개입하기에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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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부모양육태도보다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이 가능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다룸으로써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을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하는지를 밝
혀보고자 한다. 변인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본격적인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인 고등학교 1∼3
학년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담
학 전공 연구자 5인이 3회에 걸쳐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문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정식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경기도 00시의 6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의 1∼3학년 총 350명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에서 315부가 수거 되었다. 315부 중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누락
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24명(74.7%), 2학년 63명(21%), 3학년 13명(4.2%)이며, 남학생은
139명(46.3%), 여학생은 161명(56.7%)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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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과 성취 변인만을 사용
하였는데,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 학습 간의 선행연구(정정애, 2010)에서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공통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하위 변인으로 성취 변인이 나
타났다는 것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상엽, 임성문(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격려와

·

미루기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 등이 국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입시교
육 등의 영향으로 고등학생들의 학업 자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학업 관련 변인과 유의한 관계
를 맺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고등학생들의 유의한 변인 관계를
고려하여 자율과 성취 변인 두 가지를 부와 모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측정하였
다. 검사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역채점 문항은 총 15문항이다. 합산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허용적이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고 그러한 행
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주(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4에서
.84사이에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성취가 .71, 자율이 .86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는 .87을 나타냈다.

2)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이 제작한 자기조절학습전략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활용), 동기조절(숙달목표지향,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 구하기)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조절과 행동조절 영역의 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지와 행동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외현적인 요소들이고,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학업미루기
행동이 실제적인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지조절 영역은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
동조절 영역은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채점 문항은 4문항이다. 자기조절학습전략
총점이 높다는 것은 학습 장면에서 다양한 인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
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하며 적절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조절 영역 중 ‘인지전
략’관련 문항으로는 “어려운 개념은 쉬운 말로 풀어서 바꾸어 생각해 본다”, ‘메타인지전략의
활용’관련 문항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얼마나 공부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계획한다”,
행동조절 영역에서의 ‘행동통제’ 부분은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내려고 최선을 다한
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업시간관리’의 영역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
부 계획을 자주 세운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도움구하기’ 부분의 예로는 ”공부하다가 모
르는 것이 생기면 아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본다“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명선(2009)의 연구에서 두 영역의 Cronbach's α가 .66과 .81 사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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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인지조절 .86, 행동조절 .87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91
로 나타났다.

3) 학업미루기
학업미루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루기 행동 평가 척도 PASS(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 for Studen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olomon과 Rothblum(1984)에 의해 개

발된 도구로 윤숙경(1996)이 번안하고 김연실(2000)이 정리하였다. PASS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고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미루기 행동이 6개의 학업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며(빈도; 예, 보고서 쓰는 일을 어느 정도 미룹니까?), 미루기 행동에 대해 스스로
문제로 느끼는 정도(문제; 예, 보고서 쓰는 일을 미루는 것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문제로 느껴집
니까?)를 평가하는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보고서 제출 미루기 상황’
을 상상하면서 지연행동을 하는 이유를 5점 척도 – 1점: 내가 미루는 이유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다, 5점: 내가 미루는 이유를 분명히 나타낸다 -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예,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하여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미루기의 빈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미루기 행동 자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고 그러한 미루기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아울러 첫 번째 부분 중 학교행정 영역에 해당되는 - 수강신청, 등록, 도서 대출증, ID카드
발급 등 – 문항(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얼마나 미룹니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 5개 영역 - 숙제, 시험공부, 예습, 수업에의 지각, 학교에서의 활동
전반 - 10문항을 사용하였고 역채점 문항은 없었다. 10개 문항 중 대학생에게만 적용되고 고등학
생에게는 부적절한 문항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수정하였다(예, ‘보고서 쓰는 일을 어느 정도
미룹니까?’를 ‘평소에 숙제하는 일은 어느 정도 미룹니까?’로). 학업미루기 행동 척도는 이론적
하위 요인이 없는 단일요인 척도인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인은 그 변인을 측정하는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et al.(1998)의 제안에
따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하여 각 잠
재변인의 측정변인을 구성한 후 분석하였다. 관측변수 임에도 하위 문항 묶음을 한 이유는 첫째,
비록 관측변수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그러하듯 이러한 변수가 직접
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관측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측정오
차가 없는 것으로 가정되어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문항 묶음
을 임의(random) 묶음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항들을 임의로 배치할 경우 통계적으로
각 묶음 속에 배치된 문항의 모든 특성이 골고루 분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
백, 200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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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
전략, 학업미루기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 자기
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
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사례수가 충족될 경우,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
포를 가정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검증 결과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료의 정상성 평가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율

1.33

5.00

3.53

.60

-.573

.592

성취

2.07

4.60

3.59

.45

-.401

.384

인지조절

1.50

4.69

3.47

.53

-.418

.494

행동조절

1.88

4.69

3.37

.47

.131

.197

학업미루기A

1.14

5.00

3.20

.66

-.197

.082

학업미루기B

1.17

4.50

2.59

.60

.231

.152

학업미루기C

1.00

4.60

2.29

.64

.279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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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표 2), 부모양육태도
중 자율 변인은 성취, 인지조절, 행동조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학업미루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취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학업미루기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조절학습전략 변인들 역시 학업미루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간 상관관계
1
자율

1

2

3

4

5

6

성취

.622**

1

인지조절

.140*

.231**

1

행동조절

.146*

.309**

.598**

1

학업미루기A

-.164**

-.274**

-.246**

-.574**

1

학업미루기B

-.157**

-.278**

-.412**

-.575**

.545**

1

학업미루기C

-.056

-.203**

-.161**

-.263**

.290**

.407**

7

1

주. n=300, 1=자율, 2=성취, 3=인지조절, 4=행동조절, 5=학업미루기A, 6=학업미루기B, 7=학업미루기C
*p<.05, **p<.01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부모양육태도, 학업미루기, 자기조
절학습전략 등은 모두 잠재변수로 측정변인들이 이들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을 거쳤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모든 요인 값은 유의미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모형 적합도 지
수는   = 30.02(  = 13, p < .01), RMSEA = .066, GFI = .973, AGFI = CFI = .973, TLI =
.957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GFI, AGFI, CFI, TLI는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기준이 모두 .90이상이며 RMSEA는 .05 ∼ .08의 범위에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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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계수





RMSEA

GFI

AGFI

CFI

TLI

30.02**

13

.066

.973

.941

.973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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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최종모형 경로계수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초기 모형을 설정하여 나온 분석 결과에서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에 해당한다(Kolenikov & Bollen, 2012).
본 연구에서도 e2(성취의 측정오차), e4(행동조절의 측정오차)가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측
변수의 측정오차가 0보다 작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표본의 크기가 100보다 작고, 잠재변인
의 관측변수가 2개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측변인을 그대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오차분산값을 매우 작은 값인 0.005로 고정해야 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
서도 오차항 2와 4의 분산값을 모두 0.005로 고정한 후 분석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에서 자율과 성취 수준이 높으면 자기조절학습능력 또한 높은

ß

것으로 나타났고( = .31, p < .001),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때 학업미루기 행동은 낮은 것으

ß

로 나타났다( = .3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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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측정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총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학습전략

.31***

-

.31***

자기조절학습전략 → 학업미루기

-.71***

-

-.71***

부모양육태도 → 학업미루기

-.16

-.22***

-.22***

***p<.001

4. 간접효과 검증
다음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검증 결과 Zab = -4.322, p<.001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완전매개하고 이러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의 관계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본 연구결과가 상담의 실제에 주는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학습전략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
하며, 성취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행동통제, 학
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 등의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윤석진(2008)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인지와 초인지전략 뿐만 아니라 행동조절과도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
여 준다. 즉 부모의 자율과 성취를 강조하는 집안의 자녀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
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며,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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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않고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모양육태도가 학
업미루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학업미루기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황임숙,
장성숙, 2010; Ferrari & Olivette, 1993; Ferrari, Harriot & Zimmerman, 1999; Voicu, 1992)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자기조절학습전략과 같이 학업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개입되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비교적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온 초기 부적응도식과 학업미루기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임성문, 2006)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미루기 행동이 심각한 발달적 기원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 3의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의 제언대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을 매개하
는 변인이 존재함을 보여 주며, 구체적으로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완전매개하고 있
다는 점은 학업미루기 행동이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적 상황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
느 정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루기 행동이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시간
에 따라 변하는 행동이라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배병훈, 신희천, 2009; Tice
& Baumeister, 1997; Wolters, 2003). 특히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지능과 같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

이 아니라 학습자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개인적인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다(Cross et al., 1988).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은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
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김형수, 김동일(2007)의 메타분석 연구에

·

의하면 개발된 전체 프로그램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편으로 전체 자기조절학
습전략 프로그램의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학업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하위 구성 요인들인 인지전략, 초인
지전략,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 등의 전략 등이 학업미루기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미루기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암기 등 인지 전략을 덜 사용하고, 시간 관리와 행동통제 등의 노력을 덜 한다고 보고한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습, 숙제, 시험공부 등을 습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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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루는 학생들은 적절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험공부를 끝까지 미루는 학생의 경우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보았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
지 못했거나, 어려운 내용의 경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학업을
위한 시간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미루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험공부나 숙제를 할 때 교사, 학부모와 함께 공부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연습을 해본다거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찬찬히 반복
해서 교재를 읽어보거나,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자신만의 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의 실천을 함께
점검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학업미루기 행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의 한 지역에서 참여자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한
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중 224명(74.7%)이 1
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고른 표집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와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전략에 의해 완전매개 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초등
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 생활습관 형성과 학습전략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의 과정
에서 학업미루기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그리고 초등학생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업미루기 행동을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정의에
근거하였다. 동일한 미루기 행동이더라도 좀 더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고하
고 있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반영한 연구 모형의 검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업미루기 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유의한 관계는 자
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 미루기 행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불안 등의 학업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학업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절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기조절
학습전략이 학업미루기 행동과 더불어 학업 스트레스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미루기
행동을 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도 비교적

·

덜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직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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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1)2)3)

Kim, Dongil**
Kim, Myeung-Chan***
Nam, JeeEun Karin
Kang, Eunbi
Oh, Jiwon
Jang, Junghyun
The current study developed a model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ore specifically,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was
examined as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ffected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Three hundred students (139 male, 161 female) from six high schools located in the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via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wher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cted as a complete mediator.
Key word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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