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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갖는 태도는 자녀의 학습에 많은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생
의 자율과 선택을 중시한다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성취도
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
와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 검토 및 예비검사, 전문가 협의회 등
의 과정을 거쳐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수
정 및 보완하였다.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는 학습정보 제공 및 조
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학업스
트레스 척도’는 시험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의 3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두 척도 모두 구인타
당도와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대상은 S여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82명으로, ‘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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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통제
하기 위해 부모의 최종 학력과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
스의 상관은 -.530으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의 분석 결과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8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둘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국어 .277, 영어 .287, 수학 .219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
과의 크기는 .2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국어 -.220, 영
어 -.151, 수학 -.279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만,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증
진시킬 수 있는 부모의 학습관여 방식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학 번 : 2011-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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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만큼 높으며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과거에도 교육은 출세의 조
건 등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에 따라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거기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더불어 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지

쏟는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최
유아시기에서부터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증가

않게 되면서 자녀에게

근에는

하는 추세다.

아 때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부터는 자녀의 학업문제에 관심을 쏟게 된다(김
종덕, 2001). 학령기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학업성취
즉, 성적일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은 자녀가 보다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좋은 대학
에 입학하여 향후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
수진, 조상철, 허일범, 2008).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에 큰 관심을 가
진다.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가장 자랑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박영신, 탁
부모는 자녀가 유 일

수연, 2005).

친 볼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 중 가정환경은 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이며, 특히 부모
학생의 학업 성취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 다고

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갖는 태도는 학생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김

요인 중 하나이다( 연수, 2008).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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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참여하는데, 부모와 자
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부모의 학습관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동훈, 2010; 김종덕, 2001).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
라지는데, 자녀가 유아일 때 부모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며
학령기가 되면서부터는 자녀의 학업 성취를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력행동을 하기도 한
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부모가 학생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
이 되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학습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이
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을 갖고 자녀의 학습에 적 적으로 관여하고

학습에 관심을 갖는다면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이

;

룰 수 있게 한다(이수현, 최혜림, 2007; 정현숙,

2002 한성수, 1998).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조기 교육이
나 조기 유학 등을 통해 나타나는 부모의 기대감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과 이로 인해 형성된 부모의 높은 교육열 등과 함께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압력으로 작용한다(최해수, 2001). 이렇게 형성된 학업성취압력은 자
녀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Murray(1962)에 따르면, 부
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교육적 관심,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크면 클
수록 자녀는 더 큰 압력을 느낀다.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이상의
높은 기대나 압력을 받는다고 지각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주
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촉진 또는 장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기․흥미․태도․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류연자(1994)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성취압력을 가하
며,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가 지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 지각한 자녀에게 가한다고 생각하는 성취압력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람

수 있다. 인간 행동의 의미는 행동을 하는 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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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Schaefer, 1961; 이종승, 오성심, 1982)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 의 지각을 측정,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

자녀가 지각한 학업성취

압력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

움

떻

성취에 도 을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어 게 지각하고 해
석하

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거나 신체와 정서의 조화롭지
못한 성장은 청소년들을 여러 고민과 갈등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학업문제, 가족 내 갈등, 이성문제, 경제생활 등과 같은 상황적 스트레스
까지 겹쳐있어 자아정체감이 결여되거나, 욕구불만과 갈등으로 일탈 행
동이나 비행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즉, 여러 가지 변
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적응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변화에
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부적응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강영자, 1995).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친구문제, 가족문제, 학교관련문제 등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입시위
주의 교육이 강조되는 분위기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업과 관련된 문제

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보고
되고 있다(원호택, 이민규, 1987; 노혜숙, 1986).
청소년의 학습활동에 관한 부모의 학습관여도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 공부
목표를 함께 검토하고, 목표설정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 공부와
진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언하는 등의 긍정적인 형태일 경우에는 자
녀의 성취의욕을 고무시키고 더 나은 향상을 가져오지만 아이의 능력이
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고 친구들과의 경
들이 학생들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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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이길 것을 강조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등의 부정적인 형
태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녀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거나 시험 때가 되면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는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학업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움

체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학생들은 부모의 도 을 받기는 하지만 대 로

획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
르는지 정확히 판단 한다.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아 실패하더라도 어
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계속 노력한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
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알고 학습에 임한다. 반면에 학업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학생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
게 되며 자기효능감이 저하 되어 학습능력 및 학습계획을 세우는데 자신
감을 상실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들에게
학업동기와 학업성취 및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정서의 어려움
을 겪게 한다고 보고한다(Hains & Swyjakowski, 1990; Maron, 1990;
Siegel & Brown, 1988).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 생리적 및 행동적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오미
향, 천성문, 1994).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습문제와 관련하여 학업방법 훈련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학업
방법 훈련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병두, 2000; 손현동, 2004; 이원이, 200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학
업방법 훈련이 주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학업스
트레스와 같은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였다. 또
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같은 가정환경 요인과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취
도 세 변인 간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한정지어 이루어지고 있
스스로 학습계 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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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
다고 해도 과언이

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자 하였다.

용

지금까지의 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지나

친 교육에 관한

원
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지나친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나아가 학업 성취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학업 지원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성취에
지 과 학업에 관한 압력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습동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
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경험적으로

qu t

E a ion

검증하기

위해

Modeling)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

M : Structural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더불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
았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인을 통제하여 변인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 SES를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변인간의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이 연구는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학업성취도를 실제의
학교 현장에서의 중간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생 성적을 수집하
였기 때문에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석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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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루

이 연구에서 다 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3.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학습관여
가. 부모의 학습관여의 개념
애착 대상이며 양육자이고 교육자이며
가장 큰 권위자이며 자녀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자
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학업에 대한 성취의욕을 북돋아주거나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허용을 해 준다거나 애정을 가지고 대해 준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다고 지각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동기가 부여되면서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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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달

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
성 발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 학습관여
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습에 중요한 요인으로

체

작용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 화하여 부모의 학습 자율성 증진행동과 학업정보제공,

배려, 학습지도 유형 등이 학
업동기 또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 부모행동 등 포괄적인 개
념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분명한 용어로 정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학업

의하고 그러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할 필요에 따라 ‘부모행동’으로

덕

임은미(1998)가 추출한 개념을 김

종 (2001)이 ‘부모의 학습관여’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학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 학습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이라는 전제

념

아래, 임은미(1998)

의 부모행동개 에 기초하여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

록 격려하는 행동과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에
한하여 부모의 학습관여라는 개념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

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인 관심
이나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압력요인으로는 학
업성취, 석차, 가정학습, 과제확인, 시험 준비 등이 있다. 이때 부모가 자
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자녀가 수행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아 부모
와 자녀 사이의 긴장과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되면 자녀의 과업 수행에 차
질이 오게 된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 학습관여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로서의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과 관련

원

망

된 지 이 정적관계에 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열 이나 관심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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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활동을 촉진한다고
여러 선행연구(주문자, 2001;심미옥, 2003; 강인원, 전성일, 2003; 추상엽,
2008; 김종백, 김준엽, 2009)에서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학습관여’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사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지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학
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

든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종덕, 2001;

박강학, 2004).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습관여를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녀의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압력을

든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행사하는 부모의 모

나.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 요인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 요인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 학습 성과에

참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부모의 학습 여, 자율성의
정에서의 학습습관 통제 등으로

허용 정도, 가

매우 다양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 요인에 대한 국내 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eci(1995)가 제시한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임은미, 1998 재인용). 첫째, 무엇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자녀 스
스로가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결정권을 줄 때
는 현실성과 자녀의 성숙 수준을 고려해서 주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선
택의 소재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행동의 관건이다. 둘째,
개개인이 가진 권리와 제한점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 때 자
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자녀 스스로 규칙을 설정하게
하고, 통제하는 언어를 피하고, 규칙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저항을 수용
하며, 규칙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유용한 결과를 충분히 알려주며,
일단 설정된 규칙은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학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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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켜서 적정한 목표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며, 실패했을 경우 다음번에 어
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자녀와 토론하는
것이다. 넷째,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녀의 수행성과를 남들
의 수행성과와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수행이 지난번보다 나아졌을 때 축
하하며, 자녀가 가장 개선한 점을 발견해 내서 자녀를 승자로 만들어주
를 설정하는 데 자녀를

는 것이다.

임은미(1998)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관련하여

Deci(1995)가

제시

한 자율성 증진 행동과 학업정보 제공 행동을 통합하여 ‘부모행동’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선택권의
부여’로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에 관해
서 가능한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
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가 선택한 바를 최대
한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인 규칙제공’으로 자녀의 학습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규칙
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성과 압력’으로 점수나 등
수 등 자녀의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

말한다.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않는 방법, 낮아진 성적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 등을 부모가 유도하고 바
람직한 공부행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넷째, ‘학업진보 격려’로 자
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고
유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번
보다 잘했다면 긍정적인 강화를 아끼지 않는 행동이다. 다섯째, ‘학업정
도로 학업행동을 검토해주는 것을

보 제공’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행동의 정의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일방적이지 않고 학업 내용
과 학습 형태, 학습 환경 등에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을
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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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지
켜보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지만 자녀 스스로가 최
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학업의 주체가 되도록 이
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 김연수(2008)는 임은미(1998)의 척도를 ‘학습’에
초점을 두어 수정․보완하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의미한다.

‘학습성과 압력’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척도를 구성하
였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은

작용하는 부
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이라는 문화특수적인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한국인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 모형’(박
영신, 김의철, 2004)으로부터 관련 변인을 추출하였다. 이는 ‘부모의 사회
적 지원’, ‘성취압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이며, 여기에 자녀가 부모
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인 ‘죄송함’과 ‘존경심’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2010)는 자녀의 학업에서의 부모 관여를 자녀가
갖게 되는 정서를 제외하고 ‘부모의 학업 지원’, ‘성취에 대한 기대’, ‘일
상 통제’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밝힌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요인을 요
약하면 다음 <표Ⅱ-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 임은미(1998)의 부모행동 척도를 ‘학습’에 초점을 두어 수정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과정에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의 세 개의 하
위 영역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척도를 구성한

․

김연수(2008)의

척도를 수

정 보완하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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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부모의 학습관여 구성요인
선행연구

Deci(1995)
임은미(1998)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김연수(2008)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2010)

-

권

구성요인

선택 부여
리와 제한
설정
학업 목표 설정
학습 선택 의 부여
주적인
제공
학습성과 압력
학업진보
학업정보 제공
부모의 사회적 지
성취압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함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부모의 학업 지
성취에 대한 기대
일상 통제

권
규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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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규칙
격려

원

죄송

원

2. 학업스트레스
가. 스트레스의 개념
렵

개인이 어 다거나,

갈등이나 불안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에 스트레

말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신의 내․외부로
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 마음의 평형상태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스트레
스란 생활사건으로부터 생겨나는 심리적 긴장이며 스트레스가 적정수준
에 이르기까지는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질 때는 생활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각, 사고, 판단 등
의 인지기능에 변화가 오며, 신체적인 변화, 행동의 혼란, 환경에 대한
반응 등에 이상을 가져오게 된다(전세경, 1988).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동안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나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최근에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개인의 신체적 질환 뿐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장애의 주요한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
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based approach)를 강조하는 접
근 방식이다.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하고 위
협적인 생활 사건을 스트레스라 정의하는 이 입장은 각각의 생활 사건이
유발하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인해 각 개인마
스를 받는다고

다 지각하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based approach)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
이다. 신체적, 감정적 또는 행동적 평형 상태의 붕괴나 변화에 대해 항상
성을 유지하려는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한다. 이 입장은 개인의 지각
과는 무관한 유기체의 항상성이 와해된 상태인 불안 등 반응증후군이 발
생한 상태만을 강조하므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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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te t
를 강조하는 접근방식이다.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간의 복잡하고 역동
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관점(Lazarus & Folkman, 1984)
으로 이 입장에서는 환경 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의 매개체로
서 개인의 지각과 인지 및 감정을 강조한다. 스트레스는 사건에 대한 개
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해 결정되
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소유한 자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앞의 두 가지를
포괄하는 관점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접근을 포함한 다양
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서희주, 2003)에 따른다. 스트레스에 대
한 역동적 상호작용의 입장을 취하여 학생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환경의 요구에 의한 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상태를 스트레스
어 다. 셋째,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in rac ion approach)

로 정의한다.

나. 학업스트레스의 개념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특정 상황에 대처할 때 개인의 자원이 부족하거
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트
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분위기에서 청
소년들은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학교
교육의 획일성과 억압적 분위기, 성적경쟁, 입학시험, 수시시험을 보아야
하는데서 오는 불안 등이 학습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 결과 청소년
들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감수성
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경진, 조성호, 2004; 홍영수, 전선영, 2005)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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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학습자 스트레스는 학습자들의 생활환경인 가정, 학교, 사
회생활에서 유발하는 갈등, 억압 및 불안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 스
트레스의 정도이다(김용래, 김태은, 2004). 청소년이 겪고 있는 학습자 스
트레스 중의 하나가 학업스트레스 (academic stress)이다. 기존의 연구들
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연구되기 보다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속에서의 하나의 요소, 상황 혹은 하위영역으로
제시되고 연구되어왔다.
학업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유미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으나 특히 학업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문제, 신
체문제, 교우문제 등에서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경아, 정현희(1999)는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
레스 중 친구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민병윤(2000)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스
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은 학업문제, 세 번
째가 친구문제였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모, 진로, 건강 문
제와 같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학업, 시험성적, 학교규칙과 같은 학
업스트레스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ee와 Larson(2000)은 미국 청
소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간이 부족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 이성, 학
업, 경제 등의 영역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명식(2009)의 연구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학업과 교사로 인한 스
트레스가 학교 적응 및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명수, 조옥귀(2010)는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체외모 및 환경, 학업과 관련한 일상적 스트레스
(199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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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쳤

가 학교생활 적 에 부정적 영향을 미 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내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였
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청소년은 학교와 가족에 관련된 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
이 호소한다(황혜정, 2006).
학업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배경 요인에는 성
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 자녀 관계 등의 요인이 있다(이
순성, 2010). 각 요인들에 해당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를 연구한 조강래(2007)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서연과 정영숙(2010)은
남학생들은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지각뿐만 아니라 학업
에서의 대인관계와 학업문제가 주된 스트레스의

스트레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가 발생하고,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

느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김현희
(2009)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진로, 공부, 시험, 수업요인에서 좀
더 많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연령의
경우, 대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함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생활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박새와
(2012)와 박영아(2011)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
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레스를 더 많이

여정(2008)은 고등학교의 학업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하는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 차이는 개인차에
의해 결정되고, 계열별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일반인문계 고등학
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학교성적, 진로인식수준, 학벌주의
인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자기통제를 잘 구사하
여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정서적 조절 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문영주, 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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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2008; 문경숙, 2008)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업스트레스란 학업으로 인해 긴
장, 근심, 공포, 불안, 초조감, 우울, 자살 등의 심리 부정적인 심리 상태
를 말한다(이주원, 2008). 즉,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하
여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
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함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
태(오미향, 천성문, 1994)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
는 부적응 심리상태 즉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하여 긴장, 근심, 우울, 초
조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는 정도(조강래, 2007)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정
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개념을 학업과 관련된 일
로 학생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심리상태의 불균형으로 정
의한다.

3. 학업성취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박경인, 2010; 김혜연, 2012). 첫 번째는 광의의 관점으로 학생들의 인지
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를 통틀어 학업성취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의의 관점으로 학업성취를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로 국한
지어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
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교육학용어사전, 1995)를 의
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 지
적 능력, 태도, 가치관 등의 학습결과로서, 학생의 인지적 특성 및 정의
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학교
시험을 통해 학생 개인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학생의 자아개념, 흥미, 대인관계, 동기 등을 평가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인지적 특성의 평가는 주로 학생 개인이 무엇을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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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번째
로 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만을 지칭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 학습에 의해 얻어진
능력,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2000)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업성취도는 이와 같이
좁은 의미로서 지적 영역만을 다루는 학업성적을 말한다(박경인, 2010;
김혜연, 2012).
이처럼 학업성취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광의적 의미의
학업성취는 엄밀히 말하자면 측정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수행할 수 있는가로 이 어지며, 학교 시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에, 여러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그 협의적 의미인 인지적 영역을 측

답

른

정하는 것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단 형이나 논술형 등의 시험을 치

범

;

결과를 학업성취도로 한정하고 있다(이 수, 2006 주태연, 2008

용

욱

장

2010 재인 ). 더 이 학생의 인지적 학업성취는 가

; 박경인,

분명하게 공적으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범수, 2006; 김혜연 201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보는 두 관점 중에서 협의적 관점을 택하여 학생의 인지적
성취만을 학업성취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또한 학업성취의 측정치로서
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이기

연구 대상인 여자 중학생들의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중간고사

점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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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의 관계
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부모의 학업관여나 학업지도 유형 등이 학업성취 또는 학습동기에 미

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는 부모의 학업과 관련된 태도를 학업 동기나 학업 성취 등 학업 면에

짓

친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우리나라처럼 입시위주의 사회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
여 평가받는 상황, 즉, 시험 상황에서 혹은 시험 전, 후에 불안을 야기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서의 관계에만 한정 고 있다. 부모의 지나

그러므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맞추어 성적 목표를 제시하
거나 자녀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점검한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요
구하는 기대수준이 무리할 때 자녀는 갈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
다. 한편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자녀에
게는 욕구불만이 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저하
및 바람직한 행동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의 태도에 따라 자녀의 안정 또는 불안
정이 형성되며, 부모의 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 활동을 주로 하게 하
는 온정적인 경우에 자녀에게 나타나는 행동 경향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다양하며 창의성의 높고 독립적이며, 사회생활에서 단호한 태도를 가진
다(김영학, 1984).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도를 관심과 무관심, 지배와 복
종, 수용과 거부, 민주와 독재로 분류하면, 부모의 수용적 태도는 자녀
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해주며 수용의 결여는 혼란, 불안, 반항
및 무기력을 갖게 한다(김민활, 1987).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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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규

같다. 정 태(2009)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진다고 하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학생들의 자

아

능감과 학업성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언숙(2008)은 학
생이 부모의 학습관여를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낙관성은 높고, 시험
불안과 학업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율적이고 긍
정적인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성적 결과에 대해 물리적인 보상이나 체벌과 같
은 상벌과 같은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
스로 작용된다(이재연, 1987). 심리적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 그대로 작
용하여 아동들 간에 점수경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
의 부적응 행동 유발 원인이 된다(김종서, 1983). 이와 같이 자녀에 대
한 어머니의 지나친 태도나 기대는 자녀가 가지는 불안의 잠재적 가능
성을 자극하고 개인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강화시킨다. 또, 김민활
(1987)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가정환경의 요인 중 부모의
성취압력이 클수록 자녀들은 학습, 시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점점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김경옥(1992)은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 시험, 능력에 대한 성취 불안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중 학습성과 압
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수
용적이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경우 자녀들은 정서․심리적으로 안정되
어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인 성취압력 정도가 클수록 자녀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강화되어
효

심리적으로 강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본다. 이는 부모의 학습
관여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예측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

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생의 학업스트레

친

스에 영향을 미 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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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어

없이

린 아동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서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로서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김 애 ; 류연자 1995;
정숙자, 1995; 김의철, 박영신, 정갑순, 2004; 황혜연, 2006)고 여러 선행
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 성 , 1992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임

긍정적인 변인 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

망

외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열 은 자녀의 교육성취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H

McLanahan, & Thomson, 1997), 부모의 학습관여와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

고 있으며( anson,
학업성취도 역시

여 행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교육행정가, 교사, 학
생들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

F & Chen, 2001).

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an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

져

구는 계속해서 이어 왔다.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학습관여

임은미(1998)는 Deci(1995)가 제시한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행동변인을 사용하여, 이를 자녀의 학업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행동
행동 중

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학습관여가 학업성취와 관

밝혔다.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김홍석, 심혜숙, 2009; 민희수, 2010), 부모의 학습관
여 형태에 따라서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김종덕, 2001).
박순희(1996)는 부모의 학업압력, 교육적 기대, 학업성취 기대수준, 학
업배려 등의 부모학습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나 학업동기에 영향
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강학(2004)은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학습동기가 높다고 하였다. 정현숙(2002)은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
련이 있음을

- 20 -

수의 해

외

연구에서 부모의 관여와 자율성 지지가 학업수행에 정적인

었 G l k Ryan & Deci, 1991; Grolnick &
Slowiazek, 1994; Soenens & Vansteenkiste, 2005).
반면에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의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 기대가 과할 때 자녀에게
큰 압력으로 지각되며,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되어 학습 동기, 흥미,
태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순희, 1996; 이재구 2000).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 다( ro nic ,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학습 관여를

아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학
업에 대해 강한 압력을 행사하면 자녀와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생의 학
업성취도를 예측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 지고, 이와

고 가정하였다.

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청소년들은

낮은 것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 및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는 물론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Ang & Huan, 2006; Erina, Wendy & Seth, 2005). 또한 학업 스트레스
가 만성이 되어 우울증이 나타나면 중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학업성취
저하를 포함한 학교 부적응과 자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된다(Tafet & Bernardini, 2003).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도 같은 결
학업성취도가

과가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와 관련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쾌감,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만성적 소화불량
신체적 증상을 나타냈다(Lee & Larson, 1996). 김용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불
과 같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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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김태은(2004)은

중 고등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학교적

응

알아보았을 때, 여러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학
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학업성적이 낮았다. 또한 박성희, 김
희화(2008)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
록 성취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고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및 학교성적과의 관계를

기대 및 동기도 상실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찰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고 해 보

원
아동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강이나 중 집단보다 약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약한 스트레스는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미향(1992)은 성적이
낮은 어린이가 성적이 중·상인 어린이에 비해 스트레스를 강하고 빈번히
받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연학(1992)은 고교생의 스트레스는 성적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학업성과가 낮고 스트레스가
낮으면 학업성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최은숙(1995)이 중학생
면, 강두 (1998)은

대상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학업성취

직선적 관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는 학습에 순기
능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학습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강두원, 1989).
와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 이는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

근거가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
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를 예측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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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성취도의 관계
e m t tu :
직업적 지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신명호, 2010). 한국사회에서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학습관여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욱환(1994), 송진숙(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 coni ic S a s SES)는 소득과 학력,

높은 학력이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과 교육적

투자, 자녀의 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평화(2010)

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가정 내의 인적, 경제

원 충분하여 자녀의 교육에 깊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문은식, 김충희(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
우는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학습지원 행동의 차이가 없지만,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겨우 교육정도에 따라 학습지원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권혜연, 2012 재인용).
적 자 이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Coleman(1966)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을 가정의 사
회경제적 지위라고 밝혔다. 국내의 연구들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주동범, 1998: 김현
주, 이병훈, 2005; 박창남, 도종수, 2005). 가정배경과 학업성취도 관계를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가 가장 뚜렷한 변수는 아버지의 학력이고, 다음으로 부모의 직업적
지위와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e Graaf & Ganzeboom,
1993; 박창남, 도종수 2005, 신명호 2010. 재인용).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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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Parcel &
Dufur ,2001).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족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방하남, 김기헌, 2000; 이정환, 2002; 박창남, 도종수, 2005). 부모의
학력을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버지의 학력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방하남, 김기헌, 2000; 정영애, 김정
미, 2002; 구인회, 김순규, 2002)에서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서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체
달
미친다고 알렸다(Brooks-Gunn & Duncan, 1997;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 적으로 가구 소득이 자녀의 심리, 인지발 에
긍정적인 영향을

Jencks & Phillips, 1998).

아버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영역을 ‘
지의 최종학력’, ‘어

머니의 최종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으로 구성하였

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관련이 있으며, 학생의 학업

친

성취에 영향을 미 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뒤, 부모의 학습개입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SES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SES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
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설정한 연구 변인을 요약하여 나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타내면 다음 <표Ⅱ-2>와 같다.
<표Ⅱ-2> 연구 변인

류

변인 종

독립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

변 인 명
- 부모의 학습 관여
- 학업스트레스
- 학업성취도
- 사회경제적 지위(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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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가. 부모의 학습관여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원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행동 및 심리적 지 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요인으로 학업정보제공 및 조언, 자
녀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부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
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관여하는 바가 높다고 정의한다. 단, 학습성과 압
력 영역의 문항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임은미, 1998)이므로 관
련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모의 학습관여 척도’는 5

나. 학업스트레스
반

학업 스트레스는 일 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공부

뿐 아니라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부모, 교사, 또래 등 대인관계에
서 겪는 갈등, 학업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으로 개념화된다(오미향,
천성문, 1994; 이소은, 1990; Omizo, Omizo & Suzuki, 1988; Sadri &
Marcoulides,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학업 활동으로 인해 겪
는 심리적 갈등으로 정의하고, 공부, 성적, 시험의 3가지 학업활동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의 총합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나 성적

학습스트레스가 높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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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성취도
점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협의의 관 으로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

체

습 결과를 의미한다. 구 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
서는 연구 대상인 여자 중학교 학생들의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중간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부모의 학습개입과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특히

부모의 학습개입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

친

을 미 다.
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친

미 다.

친

3.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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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Ⅲ-1] 과 같다.

[그림Ⅲ-1]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위 모형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

었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 다. 또한 선

e m t tue : SES)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박창남, 도종수, 2005;
이선애, 2009; 임선아, 2011)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지위
(SES)를 통제 변인으로 지정하였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SES)로는 아
버지의 최종 학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행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 cono ic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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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와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여자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의 관계

남

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경상 도 소재 여자중학

체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
열이 높고 입시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에 대
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시기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 압력을 덜 지각한다고 밝혔는데(임종석, 2000;
정유미, 2002; 정지선, 2007),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 남자 중학생 보다 부
모의 성적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선
행연구 결과(한아름, 2002)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
의 학습관여의 영향력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해보고자 그 대상을 중학교
여학생으로 한정지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교에 재학 중인 전

의 세 과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학
습관여와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부모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 기대
되는 과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부모의 학습
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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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검사 대상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와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년

개발을 위해 2013

P중학교 여학생 112명을
대상의 학년 및 표집 수는

9월 초에 경기도 소재의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예비검사 대상 학생 수

년

1학
37명
35명

검사 대상
분석 대상

년별
년

학
2학
39명
35명

년

3학
36명
33명

전

체

112명
103명

나. 본검사 대상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개입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

년 9월 중순에 경상남도 소재의 S여자

년 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
였다. 검사 대상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은 339명이며, 학년 및 표집 수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

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본검사 대상 학생 수

검사 대상
분석 대상

년

1학
135명
119명

년별
년

학
2학
105명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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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학
142명
128명

전

체

382명
339명

2. 측정도구
용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과 대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척도를 개발 또는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연구에서 활 하는 측정도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다.

가.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이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

원

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행동적・심리적 지 으로 정의하고,

임

김연수(2008)의 척도에서 수정한 척도와 문
항을 사용하였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의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부
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묻는 것으로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
도록 제시되었으며,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하였다.
제작된 예비 설문지는 P중학교 1, 2, 3학년 여학생(112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 계수 분석,
요인분석,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은미(1998)의 척도를 수정한

존중’, ‘학습성과 압력’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문항의
양호도 확인 및 문항선정
하위 영역

작업을 거쳐 본검사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별 내용 및 해당 문항은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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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부모 학습관여 측정 도구 예시
하위
영역

내

용

님

문항

께

1. 부모 은 공부목표와 성과를 나와 함 검토
부모가
하시며 더
은 목표를 세 수 있게 도와
자녀의
주신다.
학습에
학습정보
필요한 2. 부모 은 성적이 나 게 나 거나 공부를 어
제공
정보나
하면 그 문제를 어 게 해결할지 함
및 조언
조언을
고 해주신다.
제공하는
3. 부모 은 내 공부에 도 이 되는 정보를 적
정도
적으로 수집하신다.
4. 부모 은 부모
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부모가
은 내가 하는 시간과 소에서 공부하도
자녀의
하신다.
학습방식
학습
5. 부모 이 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 도 중
존중
방식을
하지 않고 공부하기 은 내 음을
존중하는
주신다.
정도
6. 부모 은 나의 공부 방식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가 7. 부모 은 내게 부모 이 하는 공부를 시키
자녀의
신다.(역)
학업
하실
‘
보다
학습성과 성취를 8. 부모 은 공부에 대해
압력
목적으로
더 해 한다’라고
하신다.(역)
압력을 9. 부모 은 내 력이나 상 을 분 고 하
가하는
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신다.(역)
정도

알맞

려워
민

님

님
극
님

울

쁘

떻

오

께

움

원

님마

님 원

장

싫

록

아 꾸
마 헤아려

님
님

님 원

님
잘 야
님
능

말씀 때 ○○
말씀
황 충 히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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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신뢰도 분석
el l ty 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
가 하는 정도 의미한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신뢰도(r iabi i )

척도의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체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으며, 척도 전

별 신뢰도는 다음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으므로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신뢰도와 하위요인의 개

<표 Ⅳ-4> 부모의 학습개입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하위영역

별

부모의
학습개입
척도 전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850

.811

.842

.819

체

(2)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t u t 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재도록 개발된 측정 도구가 실제로 그러한 특성을
재고 있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이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설정된 각 요인들에 대한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① 하위영역들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과
②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구인(cons r c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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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le axis analysis),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을 가정하므로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하나인 프로
멕스(Promax) 방식을 사용하였다(박현정, 2005).
먼저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
방식은 주 분석법(princip

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부모의 학습관여 하위영역 간 상관계수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방식 존중

.437**

학습성과 압력

.135**

.497**

.660**

.856**

총점

부모의 학습관여의 3가지 하위영역과

학습성과 압력

.748**

** p<.01

총점과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p<.01). 이는 부모의 학습관여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영역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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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표 Ⅳ-6> 부모의 학습개입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 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4

.938

-.022

-.053

7

.704

-.026

.134

2

.658

.097

-.072

3

-.040

.986

-.057

1

.061

.865

.021

5

.061

.470

.180

6

.084

-.020

.861

8

-.133

.086

.801

9

.038

-.029

.657

번

론

요인분석 결과, 부모의 학습개입 각 하위영역의 문항들이 이 적으로
설정하였

던 구성요인별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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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스트레스 척도
오미향, 천성문
수정․보완하여 사

이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름(2012)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용하였다. 오미향, 천성문(1994)의 척도에서는 학업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1994), 한

측정하는 11개 하위요인의 75문항과, 학업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는 3

총 10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업스
트레스 증상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학업스트레스 관련 요인 중 특히
중학생의 학업활동에 초점을 맞춘 4개 요인인 성적, 시험, 수업, 공부요
인에 관한 문항 35개를 선정하여,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한아름(2012)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척도를
개 하위요인의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

P중학교 1, 2, 3학년 여학생(112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 계수 분석,
요인분석,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업과 공부요인이 중복된다고 판단
되어 시험, 성적, 공부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하였다. 하위 영역별 내용 및 해당 문항은 <표 Ⅳ
제 된 예비 설문지는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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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학업스트레스 측정 도구
하위
영역

내

용

문항

오 마
볼때 쉽 아

안

1. 시험기간이 다가 면 음이 불 해진다.
2. 시험
, 거나 는 문제를 실수로
시험에 관한
시 험
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3. 시험지만 받으면
서 분명
것
받는 정도
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4. 시험을
문제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린

떨려

틀

히 알았던

볼때

성 적
스트레스

잘
5. 부모님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6.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형제, 친구)과 비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를
교한다.
받는 정도 7. 성적이 나 서 선생 이나 부모
이나 벌을 받는다.

빠

때

님

잘

님께 꾸중

8. 공부를 할
집중이
되지 않는다.
공부에 관한 9. 공부를 한다고 구들이 나를 시한다
공 부
스트레스를
고 생각
가 있다.
스트레스
받는 정도 10. 부모 의 ‘공부해라’ 소리가 기 어 일
부러 집에 게 들어간 적이 있다.

님

못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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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

친

무

듣 싫

(1)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8>에 제시하였으며, 척도 전

체

신뢰도와 하위요인의 개

다음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으므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별

신뢰도는

안정적이며 신뢰

로

<표 Ⅳ-8>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학업스트레스
척도 전

체

.820

하위영역

별

시 험
스트레스

성 적
스트레스

공 부
스트레스

.725

.736

.755

(2)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념

이 연구에서는 설정된 각 요인들에 대한 개 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

① 하위영역들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과
②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축분석법(principle axis analysis),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을 가정하므로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하나인 프로
멕스(Promax) 방식을 사용하였다(박현정, 2005).
먼저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
기 위하여

음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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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학업스트레스 하위영역 간 상관계수
시험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693**

공부 스트레스

.613**

.664**

.898**

.795**

총점

학업스트레스의 3가지 하위영역과

총점과의

공부 스트레스

.773**

** p<.01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p<.01). 이는 학업스트레스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별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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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

<표 Ⅳ-10>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시험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6

.878

-.003

.009

9

.844

-.098

-.055

8

.534

.123

.039

5

.357

-.029

.189

10

-.063

.881

.016

1

.044

.662

-.041

2

.183

.382

.034

4

-.112

-.030

.967

3

.066

.014

.559

7

.191

.076

.385

번

문항 호

론

요인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영역의 문항들이 이 적으로 설
정하였

던 구성요인별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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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와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 2013

년 9월 초 경기도 소재 P중학교 1,

년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예비검사

2, 3학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검사 척도를 완

직전인 2013년 9월 중순에 경상남도 소재 S여자
중학교 1, 2,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성하고, 2학기 중간고사

이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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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문항 개발
2013. 4월 2013. 8월

연구 절차
1. 부모의 학습관여 관련
2. 학업스트레스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 검사 문항 개발

▼
[2단계]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2013. 9월 초 2013. 9월 중순

4.

예비 검사 실시 및 결과 분석

5.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6.

본검사 실시

7.

자료 분석과 해석

척도 제작

▼
[3단계]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2013. 10월 2013. 12월

8. 관련 자료에
9. 논문

근거하여 논문 작성

수정 및 보완

[그림 Ⅳ-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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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P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S SS 19.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척도가 신뢰로운지 확인하기 위
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산출하고, 구인타당도를 구하
기 위하여 부모의 학습개입 척도와 학업스트레스 척도에 대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술

천

통계를 제시하고, 실 적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습

순

Pe

률

관여와 학업성취도 간의 단 상관분석( arson의 적 상관계수)을 실시
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취

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기법으로, 가설검정에 주로
사용되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은 실
험 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며(이기종, 2012),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 사례
에서 구해지는 공분산 행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분산구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라고도 불린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
에 따라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켰으며, 적합도 지
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

수를 통해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

산

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여 추정
최대가능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Kline,

은 측정된 공분 이 전집으로부
하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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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ES(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및 학

용

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 한 다집단
분석(

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용

위해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 하여 S여자 중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
구 결과로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
학교 1, 2, 3학

하기 위하여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반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 339명의 각 변인들에 대한 전 적인 추이와

포

분 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용

잠재변인들을 측

정하는 데 사 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Ⅴ-1>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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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학업
스트
레스

학업
성취도

왜도 첨도

최소
치

최대
치

평균

표준
차

1.00

5.00

2.99

0.81

0.17

-0.28

1.00

5.00

3.25

0.90

-0.10

-0.60

1.00

5.00

3.59

0.95

-0.18

-0.63

1.00

5.00

2.61

0.80

0.15

-0.27

1.00

5.00

3.04

0.64

-0.26

1.51

1.00

5.00

2.56

0.72

-.035

-0.13

국어

9.00

100

66.01

19.98

-0.47

-0.37

영어

5.00

100

72.74

22.51

-0.90

0.05

수학

0.00

100

59.89

25.21

-0.22

-1.02

변인

부모의
학습
관여

N=339)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시험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에서는 학습성과 압력의 평균이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습방식 존중 3.25,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2.99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성적스트레스가 3.0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험스트레스 2.61, 공부스트레스 2.5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서는 영어가 7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국어 66.01, 수학 59.89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왜도 절대치 ≤2, 첨도 절대치 ≤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한다.
3.59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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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사회
경제적 지위(SES)로는 ‘아버지의 최종 학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정
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 학교 재학년도 수로 환
산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1점, 2-3학년제 대학
교 졸업은 13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5점, 대학원 이상은 17점을 부여
하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은 1점, 100만원 이
상～200만원 미만은 2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3점, 300만원 이
상～400만원 미만은 4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5점, 500만원
이상은 6점을 부여하였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한

다음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대한 기술통계치

아버지의

사 수

례

최소
치

최대
치

평균

표준
차

왜도

첨도

301

9

17

12.54

2.00

0.630

-0.897

298

9

17

12.12

1.71

0.909

-0.492

280

1

6

3.26

1.25

0.737

-0.308

최종 학력
어
의
최종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머니

편

나. 상관분석
el t

ly 란 두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
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백순근, 2012). 이때의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피어슨(Karl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도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
상관분석(corr a ion ana sis)이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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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3>과 같다.
<표 Ⅴ-3>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체

전

체

전

-.530**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119**

-.449**

-.631**

시험스트레스

-.570**

-.170**

-.472**

-.676**

성적스트레스

-.343**

-.097*

-.250**

-.423**

-.385**

공부스트레스

-.135**

-.341**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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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및 하위 영역과 학업스트레스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의 전

체 및 하위 영역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학습관여 전체와 학업스트레스 전체의 상관은 -.530으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영역과 학업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은 ‘학습
전

성과 압력’이 -.631, ‘학습방식 존중’이 -.449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른 하위 영역에 비해 낮게

가지나,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은 -.119로 다

나타났다. 또한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시험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와의 상관도 각 -.170,

른

낮은 편이었다. ‘학습방식 존중’
영역과 학업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은 -.449이었으며,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시험스트레스’와의 상관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097, -.135로 다

하위요인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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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학습성과 압력’ 영역과 학업스트레스 전 와의 상관은 -.631로 다

른하

위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시험스트레

장 높았다.

스’와의 상관이 -.676로 가

종합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
며,

특히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영역인 ‘학습성과 압력’과 학업스트레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스의 하위 영역 중 ‘시험스트레스’의 상관이 가

평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학업행동을 검토해주는 것이 학생
의 시험스트레스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4>와 같다.
<표 Ⅴ-4>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성취도
전

.291**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178**

국어

.277**

영어
수학

체

체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274**

.197**

.100**

.303**

.215**

.287**

.235**

.226**

.194**

.219**

.153**

.201**

.14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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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체 및 하위 영역과 학업성취도 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의 전

체와

하위 영역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1).

체

체

부모의 학습관여 전 와 학업성취도 전 와의 상관관계는 .291로 나타
났으며, 학업성취도 하위 영역과의 상관관계는 국어 .277, 영어 .287, 수학
.219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영역을 구

체적으로

체

～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 전 와의 상관은 .178 .274로 정적

인 상관이 나타났다.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의 경우 영어 과목에서 .235
로 국어와 수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습방식 존중’과 ‘학습성과 압력’은

았

국어 과목에서 각 .303, .215로 영어와 수학보다 높 다.
이를 통해 학생이 부모가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
거나 존중해주며, 학생의 학습방식을 존중하고, 학습 성과와 결과에 대한
압력을

덜 하는 것이 학업성취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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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취도

체

체

전

시 험
스트레스

성 적
스트레스

공 부
스트레스

전

-.250**

-.201**

-.019*

-.398**

국어

-.220**

-.147**

-.125*

-.376**

영어

-.151**

-.166**

-.113*

-.233**

수학

-.279**

-.209**

-.118*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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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체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전 와 하위 영역, 학업성취도 전 와 하위 영역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학

체

체

업스트레스 전 와 학업성취 전 의 상관은 -.250이며, 학업성취도 전

～

체

체

와 학업스트레스 하위 영역과의 관계는 -.019 -.398로 전

영역에서

부적 상관을 가지며, ‘공부스트레스’에서 -.398로 가

학업스트

체

장 높았다.

레스 전 와 학업성취도 하위 영역과의 상관은 국어 -.220, 영어

반

–.151,

수학 -.279로 전 적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과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으

나, ‘공부스트레스’의 경우 국어와 수학 과목과의 상관이 각 -.376과
-.419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시험, 성적, 공부 스트레스가

록 학업성취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높을수

Ⅴ-6>과 같다.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 대한 측정변인들은 서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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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1
1

부모
학습 2
관여 3

2

3

4

5

6

7

8

9

10

11

1
.437

1

.135

.497

1

학업 4
스트 5
레스

-.170

-.472

-.676

1

-.097

-.250

-.423

.593

1

6

-.135

-.341

-.394

.513

.464

1

7

.100

.303

.215

-.147

-.125

-.376

1

.235

.226

.194

-.166

-.113

-.233

.602

1

.153

.201

.143

-.209

-.118

-.419

.673

.627

1

10

.143

.030

.004

.066

-.072

.095

.189

.148

.114

1

SES 11

.267

.001

.036

.090

-.031

-.017

.273

.182

.245

.446

1

12

.185

.060

.062

-.011

.019

.088

.031

.178

.043

.377

.226

학업
성취 8
도 9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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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 1. 정보조언, 2. 방식존중, 3. 성과압력, 4. 시험, 5. 성적, 6. 공부, 7. 국어,
8. 영어, 9. 수학, 10.
지의 최종학력, 11. 어
의 최종학력, 12. 가정
의 월평균 소득
p<.05, ** p<.01

아버

머니

*

편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가정의 월평균소득’으
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다른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
소 차이가 있었다.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의 측정변인 중 ‘학습
한 , ‘

정보 제공 및 조언’은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변인 모두와 .143-.267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의 경우는 유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측정변인 중 ‘시험스트
레스’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090, ‘공부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최종학
력’의 경우 .95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다른 변인들의 경우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한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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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와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상관분석 결과 영어 과목의 경
우 .148-.182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국어와 수학 과목의 경우는 ‘가정

외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어머니의
최종학력’에서 .114-.273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변인 세 가지 중 ‘어머니의 최종학력’
의 상관이 각 .273, .182, .245로 가장 높았다.
의 월평균 소득’ 변인의 경우를 제 한 ‘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론

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이

배경을 토대로 다음 [그림 Ⅴ-1]과 같이
고,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

연구 모형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

었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 다. ‘부모

작

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는 연구에서 제 한 척도의 각 하위 문항

용

을 사 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용

별

2학기 중간고

사 성적을 사 하였다.

e m t tue : SES)
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박창남, 도종
수, 2005; 이선애, 2009; 임선아, 2011)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 cono ic s a

적지위(SES)를 통제 변인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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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연구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때

이

사회경제적 지위(SES)로는

아버지의

최종 학력, 어

머니의

최종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 학교 재학

년

환산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1점, 2-3
학년제 대학교 졸업은 13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5점, 대학원 이상은
17점을 부여하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은 1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2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3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4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5점,
500만원 이상은 6점을 부여하였다.
도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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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의 적합도 평가
값은 731.046(df=264)
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Kline(1998)은
표준 카이제곱(  /df)의 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의 경우  /df 값이
2.77로 도출되어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값
은 사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추가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백순근, 박경인, 2010).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Ⅴ-6>에 제시하였다.









<표 Ⅴ-7>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값

측정

 (

df)

731.046(264)***

TLI

C

FI

.912

.931

RMSEA
.062

*** p<.001

TLI는 구조모형의 분산이 전체적인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흡사하
며,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Ⅴ-7>에 제시
된 것과 같이 TLI=.912(>.90), CFI=.931(>.90)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로 볼 수 있다(Bentler, 1990).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의 고려
하는 지수이며, 일반적으로 RMSEA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에
서 .08사이면 적절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Brown &
Cudeck, 1993). 이 연구 모형의 RMSEA는 .062이므로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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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계수의 유의성 검증
연구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는 <표 Ⅴ-8>과 같이 나타

용

낼 수 있으며,

표준화 계수를 이 하여 변수 간 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Ⅴ
-2]와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를 나타내며,

낸

점선으로 표시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 다.
<표 Ⅴ-8> 연구 모형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모수추정치
구인

모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SES 학업성취도
구조
학습관여 학업성취도
계수
SES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학습관여 정보조언
학습관여 방식존중
학습관여 성과압력
학업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요인 학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지학력
부하량 SES
SES 어
학력
SES 월평균소득
학업성취도 국어
학업성취도 영어
학업성취도 수학
학업스트레스
2
학업성취도

→
→

→
→
→
→
→

R

→아버
→ 머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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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538***
-.896
***
5.163
.346
***
4.639
.267
1.756***
.201
1.265
.023
***
.453
.374
***
.528
.620
1.000
.845
1.100***
.814
1.130***
.979
1.000
.687
1.000
.726
***
.957
.745
***
.271
.314
.621
.766
***
.919
.832
1.000
.837
.803
.215
p<.001

***

[그림 Ⅴ-2] 연구 모형의 표준화계수

먼저 학습관여 변인을 살펴보면 학습관여→학업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89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학습관여 학업성취도의 경로계수는 .2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높은 수준의 학습관여는 높은 학업성취를 갖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

낮은 학업스트레스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업스트레스→학업성취도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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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내생변인의 분산이 선행하는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설명계수(R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살펴보았
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습관여에 의해 총 80.3%의 분산이 설명되었고, 학
업성취도는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스트레스에 의해 총 21.5%의 분산이
설명되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학습상황에서 학업스트레스를 예측하고
중재하는 데에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이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2

시사하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변인

외

른 변인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의 다

다. SES 상하집단에 따른 변인들의 구조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

순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그림 Ⅴ-3]과 같은 비교적 단
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Ⅴ-3] 변인들의 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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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구조모형의 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Ⅴ-9>와 같다.
<표Ⅴ-9> 관계 모형의 동등성 검증에 대한 모형 적합도
모형

 (

df)

TLI

C

FI RMSEA

모형1

789.366(402)

.928

.909

.041

모형2

846.163(408)

.928

.910

.041

모형3

1860.708(422)

.821

.858

.087

모형4

1923.241(425)

.789

.793

.088

모형5

1931.422(426)

.788

.795

.088

모형6

2105.398(429)

.788

.792

.089

모형7

2533.476(438)

.790

.768

.090

△

△df



56.797***

6

1044.545***

9

62.533***

8.181***
173.976***
428.078***

***

3
1
2
9
p<.001

:
:
:
:
절편 동등성 모형, 모형4: 구조계수 동등성 모형, 모형5: 구조공분산 동등성 모
형, 모형6: 구조잔차 동등성 모형, 모형7: 측정잔차 동등성 모형)
(주 모형1 요인구조 동등성 모형, 모형2 요인부하량 동등성 모형, 모형3 측정

먼저, 모든

롭

모수의 측정을 자유 게 추정하도

록

저

한 기 모형(요인 구

값

조 동등성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의

타났을

모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뿐 아니라 TLI나 RMSEA의 값이

p 이 .05보다 크게 나

나타나 SES 상하집단의 학생들에 대하여 동일한 요인 구조가 존재한다

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SES 상하집단의 학

는 가정이 어

생들에 대해 요인 부하량이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어진 측정모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
을 가한 요인 부하량 동등성 모형(모형2)과 기저모형에 대한  차이 검
형에서 각각의



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 동등성에 대한 가정을 기각하였다. 그러
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차이

점

검증은

  검증과

가지로 표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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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

때문에

RMSEA와 TLI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요인 부하량 동등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등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기저모
형과 모형 2의 TLI와 RMSEA 값을 살펴본 결과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 부하량의 동등성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측정변수의 절편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추가하면  차이 검증 결과
와 TLI와 RMSEA 값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SES 상하집단에 대하여 측
정변수의 절편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후 단계인 구조계수 동
등성 모형, 구조공분산 동등성 모형, 구조잔차 동등성 모형, 측정잔차 동


등성 모형은 모두 SES 상하집단 학생들 사이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

요인 구조와 요인 부하량의 동등성만을 가정한 모형 2를 사 하여 학
습관여 및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간 관계모형에 대한 SES 상하집단
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Ⅴ-10>
과 같다. 우선, 주어진 가정에 따라 요인 부하량에 대한 비표준화계수가
두 집단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든 경로에서 SES 상집단의 학생들이 SES 하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또한, 구조계수를 통해서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
면, SES 상하집단 모두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모

높은 부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R

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개입과 학업스트레스의 설명력( 2)은 SES 상

%

% 낮은 편이었다.
학업스트레스에 이르는

집단에서는 13.4 , SES 하집단에서는 5.8 로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학습관여가

르

경로와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이 는 경로의 경우는 SES 상하집단 간에 차

즉, SES가 높을 때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스
트레스가 낮아지며,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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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요인부하량 동등성 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인

모수
학습관여

→

학업스트레스
구조 학습관여
계수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

→

학업성취도
학습관여 조언
학습관여 존중
학습관여 압력
학업스트레스

→
→
→

→

시험스트레스
요인
학업스트레스
부하
성적스트레스
량
학업스트레스

R

2

→
→

공부스트레스
학업성취도 국어
학업성취도 영어
학업성취도 수학
학업성취도

→
→
→

SES상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SES하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1.377***

-.919

-1.228***

-.879

1.484***

.303

1.119***

.242

.332

.089

.035

.007

.458***
.793***
1.000

.410
.699
.743

.458***
.793***
1.000

.383
.640
.714

1.000

.944

1.000

.797

.534***

.717

.534***

.622

.488***

.677

.488***

.579

1.000
.778
1.417***
.846
***
1.717
.90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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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743
1.417***
.744
***
1.717
.818
.058
p<.001

***

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

용

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활 하여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

친

향을 미 다.
둘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친

미 다.

친

셋째,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 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 검토,

예비검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

․

작

개입 척도’와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기존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제

하였다.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개입 척도’는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별

씩총

되며, 하위 영역 로 3문항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스트레

스 척도’는 ‘시험스트레스’ 4문항, ‘성적스트레스’

3문항, ‘공부스트레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축분석법(principle axis analysis),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을 가정하므로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하나인 프로멕스(Promax)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3문항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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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역시 양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작된 척도를 활용하여 S여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포
함된 인원은 339명이다. ‘학업성취도’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의 점수를 수집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학습관여
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최종 학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이론적 배

(SES)’를 통제하기 위해 ‘
정의 월평균 소득’을
경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의 상관은
-.530으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관여의 하위 영역 중
‘학습성과 압력’이 ‘시험스트레스’와 -.676으로 다

른 하위 영역에 비해 높

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
스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8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

즉

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국어 .277, 영어 .287, 수학 .219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습관여의 하위
영역 중 국어 과목에서는 ‘학습방식 존중’이 .303으로, 영어 과목에서는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이 .235로, 수학 과목에서는 ‘학습방식 존중’이

른 하위 영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로 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2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을수

즉

록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국어 -.220, 영어
-.151, 수학 -.279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만,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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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경우 학습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2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5),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346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이 SES 상하

집단 학생들 간에 동등한지를 살펴본 결과, 요인의 구조와 요인 부하량

편

산

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측정변수의 절 과 요인간 공분 , 요인
간 관계계수 등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

든 경로에서

SES 상집단의 학생들이 SES 하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냈

나타 다. 또한, 구조계수를 통해서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SES 상하

장 높은 부적 효

집단 모두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

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집단이 SES가

즉,

SES가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에 미치는 부적효과와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정적효과의 크기
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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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점

를 통한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에 통계

친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습관
여 형태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선행 연

숙

; 규

;

구 결과(이언 , 2008 정 태, 2009 )와 일관된 결과이다. 부모의 학습관
여와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

체

든

스트레스 전 와 모

하위 영역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1),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인 상관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시사하였다.

특히,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영역 중 ‘학습성과 압력’이 학업스트레스와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

볼 때, 학생들은 부모가 학생의 성과에 대해 지나
친 기대와 압력을 행사할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성과에 대해 학업성취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이며, 과거보다 나아진 점에 대해 칭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을 가지고

둘째,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

친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

친

김홍석, 심혜숙, 2009; 민
희수, 2010; 임은미, 1998, Beaulieu Seraphine, & Smith, 1995;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7)와 일관된 결과이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의 모든 하위
영역과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다는 선행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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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p<.01),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
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이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을 경험적으로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습관여의 자세를 갖추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작용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부모와 자녀간의 활발한 상호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학습 방식과
자녀의 성과를 존중해주며,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

친

; 숙 ;
강두원, 1998; 김태은, 2004; Ang & Huan, 2006; Erina, Wendy & Seth,
2005)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간의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도에 부적 영향을 미 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연학, 1992 최은 , 1995

그러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상관 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

체

(p<.05, p<.01), 상관 계수는 -.113 -.419로 대 적으로

냈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 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S여자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의

슷

었 때문에 여러 지역

수준이 비 하였고 표집의 수와 지역적 한계가 있 기
과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SES 상집단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학습
관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학생과의 상담 시 참고하여 학생의 SES에 따
른 상대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를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SES 하집단에 대하여 상대적

원

으로 더 많은 지 이나 관심을 가

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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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의 대상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중학생 339명에 한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수가 적고 대상의 지역 분포와 성별이
한정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
역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른 학교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되어 있기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
위(SES)만을 지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뿐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등의 변인을 제시하고 있다(홍영주, 2011; 김혜연, 2012; 이현희, 2012, 이
주는 변인을 사회경제적 지위

보라, 2013).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이

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 유형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여 적당한 학업스트레스의 정도에 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학생의 학업활동에

점

초 을 두어,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학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교사, 부
모, 동료와의 심리적인 관계 속에서
따라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좀 더 구체화되고 다양한 측면의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

스를 측정하는 타당화된 검사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바탕으로

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성과
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능력에 맞는 수준과 목표를 세우도록
돕고 조언하여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북돋아주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한 자율적인 학습관여 형태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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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움

야

학업성취에 도 을 주어

숙

할 것이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정인 (2011)은 초등학생의

독서활동을 활용한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학습관여 스트레스 대처를 위
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외의 대다수의 연구들
은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 또는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접근만이 주로 이루어졌으며(김종운, 최미숙, 2011; 홍영주,
이지연, 2012)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원

한 부모 교육이 학교와 지역 사회 차 에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며, 학생

들이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의

루

학습관여 형태와 방식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 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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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에 대한 것입 다.
한 내 은 절대 비 을 보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것 을 약속
다. 여러분의
자료는 연구
상 중한 자료가 되
한 문항도
이 신중하게 으신 후
하게 변해주시 부
다. 사합 다.

니 응답 용
밀
용될 임
드립니
귀
오니
빠짐없
직 답
길 탁드립니 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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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월
서 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비 림

울

솔 드

◉ 다음 문항에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출석번호 :

반

번

◉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ü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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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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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님 마
원

부모 은 부모
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는 시간과 소에서 공
부하도 하신다.
부모 은 내 공부에 도 이 되는 정보를
적 적으로 수집하신다.

록

님

장

움

극
부모님은 나의 공부 방식을 존중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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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

ƒ

„

…



‚

ƒ

„

…



‚

ƒ

„

…

님

4

알맞

울

님 원

5

6

7

8

9

께

부모 은 공부목표와 성과를 나와 함
검토하시며 더
은 목표를 세 수 있
게 도와주신다.
부모 이
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 도
중하지 않고 공부하기 은 내 음을
주신다.
부모 은 내게 부모 이
하는 공부를
시키신다.
부모 은 성적이 나 게 나 거나 공부를
어
하면 그 문제를 어 게 해결할지
함 고 해주신다.
부모 은 공부에 대해
하실
‘
보다 더 해 한다’라고
하신다.



‚

ƒ

„

…



‚

ƒ

„

…



‚

ƒ

„

…



‚

ƒ

„

…



‚

ƒ

„

…



‚

ƒ

„

…

아

꾸
싫
마
헤아려
님
님 원
님
쁘 오
려워
떻
께 민
님
말씀 때 ○○
잘 야
말씀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신다.

◉ 다음은 “여러분이 학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설문
입니다. 해당 번호에 ü표하여 주십시오.

번

문항

1

부모 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 지 않는다.

호

2
3
4
5
6
7

님
오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형제, 친구)과 비
교한다.
공부를 할
집중이
되지 않는다.
공부를 한다고 구들이 나를 시한다

때

잘

못
친
무
고 생각될 때가 있다.
시험볼 때, 쉽거나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린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부모님의 ‘공부해라’ 소리가 듣기 싫어 일
부러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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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

ƒ

„

…



‚

ƒ

„

…



‚

ƒ

„

…



‚

ƒ

„

…



‚

ƒ

„

…



‚

ƒ

„

…



‚

ƒ

„

…

8
9
10

시험을

볼 때 문제에 집중이 잘 되지 않

는다.
시험지만 받으면

떨려서

히 알았던

분명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성적이 나 서 선생 이나 부모

빠

님

님께 꾸중

이나 벌을 받는다.



‚

ƒ

„

…



‚

ƒ

„

…



‚

ƒ

„

…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ü 표시를 해 주시거나, 내
용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응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가급적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비
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머니의 최종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2. 어

얼마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3.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항에 답하였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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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Lee, Sol-be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1.

How does a student’s
academic stress?

e t l learning

par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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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ment affect

invo v

2.
3.

How does a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ffect
academic achievement?
How does a student’s academic stres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a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scale and
a academic stress scale are developed, based on examining prior
researches and pre-test attempted about 112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scale contains 9 questions within 3
different categories: ① providing learning information and advice, ②
respecting learning styles, ③ forcing learning outcome. The academic
stress scale contains 10 questions within 3 different categories: ① test
stress, ② result stress, ③ study stress. It is confirmed that these
scales appropriately measure sub-factors, which are theoretically
estimated,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Also these two scales are also
reliable according to their Cronbach’s α coefficient.
Data for this study are drawn from 382 students at S girl’s middle
school in Korea. These students are examined with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scale and the academic stress scale before the
school mid-term exam. And student’s 3 subjects(Korean, Mathmatics,
and English) of mid-term exam scores were also collected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To control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SES), variables such as parent’s academic career
monthly income were also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negatively affects
academic stress.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stress was nega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 85 -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to academic stress was significant(p<.05).
Second,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ositively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to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p<.05).
Third, student’s academic stress doesn’t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negative and significan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academic stress to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 indicated moderator effects of the S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the academic stress or
the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the high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decreased the academic stress, while it increased the
academic achievement by the high SES. The effect of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the academic stres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moderated by the SES.
In conclusion,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ffect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stress. Therefore, in order to decreas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improv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t is
required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student in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keywords :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Student Number : 2011-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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