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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growth 
mindset, help seeking, and learning. Further, we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longitudinal changes. We used 4 waves of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KELS) 2005 data. A total of 6,824 students’ responses from their Grade 8 to 10 
were analyzed. First, results of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es revealed that the 
intercept and slope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growth mindset, help seeking, 
and learning, indicating linear decreases over time.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previous 
achievement and gender,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es demonstrated 
that the initial level of growth mindset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itial level of 
help seeking. The initial level of help seek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itial level 
of learning. In addition, the change of students’ growth mindset was associated 
positively with the change of help seeking, which was, in turn, associated positively 
with the change of learning. A bootstrapping analysis supported the mediating role of 
help seek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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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의 시
간에 따른 종단적 변화와 이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능변화신념이 도움요청을 매개로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의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6,8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
년의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는 중2에서 고1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 학업성취와 성별을 통제했을 때 성장신
념의 초기값은 도움요청과 수업이해도의 초기값을, 도움요청의 초기값은 수업이해
도의 초기값을 각각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도
움요청의 변화율을, 도움요청의 변화율은 수업이해도 변화율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도움요청의 초기값은 성장신념의 초기
값이 수업이해도의 초기값에 이르는 경로를, 도움요청의 변화율은 성장신념의 변
화율이 수업이해도의 변화율에 이르는 경로를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적·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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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능이 변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개인의 신념 체계인 지능변화신념은 많은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개인의 지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

다고 믿는 성장신념은 다양한 학업 관련 변인들(예: 학습태도, 동기, 노력, 자기조절학습, 학업

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박병기, 송정화, 2008; 임경미 등, 2007; 

Blackwell et al., 2007; Claro et al., 2016; Dweck & Leggett, 1988; Furnham et al., 2003). 또한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대한 신념이 변화할 수 있으며 성장신념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현장실험연구를 통해 검증되면서 성장신념은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임경미 등, 2007; Paunesku et al., 2015).

   학업상황에 있어 성장신념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횡단자료를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실험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비해 성

장신념의 종단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에 수행된 종단연구는 두

개의 시점에서 측정된 성장신념의 차이 값만을 확인하거나(예: Shively & Ryan, 2013), 하나의 시

점에서 측정된 성장신념이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예: Blackwell et al., 

2007), 또는 성장신념의 종단적 변화가 한 시점에서 측정된 다른 변인들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예: 문병상, 2013)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장신념의 종단적 변화가 다른 학업관련 변인들의

종단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성장신념과 다른 관련

변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신념과 학업수행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지능에 대한 신념이 학업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노력이나 학습전략 등이 매개 역할을 함을 시사하였다(예: 박병기, 

송정화, 2008). 이는 자기조절학습 이론(self-regulated learning)을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입증

된 개인의 신념이 자기조절과정을 통해 교육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도 맥락을 같이 한

다(Pintrich & Zusho, 2007; Zimmerman, 2000). 따라서 성장신념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어

떠한 자기조절과정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

신념과 학업수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학생의 도움요청 행동에 주목하였다. 도움요

청은 학생들이 학업수행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업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행동조절전략으로(이희주, 2007; 조준수, 1999; Ryan et al., 2001), 학업수행에 있어 도

움요청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명혜원 등, 2016; 조홍식, 정병근, 

2011; Ryan et al., 2001). 그러나 도움요청 행동이 성장신념과 학업수행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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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특히 이들의 종단적 관계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과 도움요청 행동, 수업이해도가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때 성장신념이 도움요청과 수업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 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 행동이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Dweck과 Legett(1988)의 사회인지적 성취모

형에서 출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고정신념(fixed mindset)을 가진 사람은 지능을 노력에 의

해 변화할 수 없는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성장신념(growth mindset)을 지닌 사람은 지능을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노력과 학습을 통해 점차 지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개인은 성취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두 가지 신념은 큰 차이를 보인다. 고정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과제를 수행

할 때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자신의 고정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과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노력을 덜 기울이고, 비효율적인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높은 지능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추구하거나, 낮은 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성장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가 자신의 노력과 전략 사용 정도에 달

려 있다고 믿으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노력을 더 기울이고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수행을 증진시키고자 한다(Dweck, 2000; Dweck et al., 1995; Dweck & Leggett, 1988).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과 학업수행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예: 

박병기, 송정화, 2008; 임경미 등, 2007; Blackwell et al., 2007; Claro et al., 2016; Furnham et al., 

2003; Mueller & Dweck, 1998; Stipek & Gralinski, 1996).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취를 경험한다(Dweck, 2000). 

Claro et al.(2016)은 최근 칠레의 10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지능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즉 성장신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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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성장신념이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장신념은 학업

수행의 종단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Blackwell et al.(2007)은 성장신념

을 가진 학생들이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7학년에서 8학년까지 네 개 학기에 걸쳐 측

정한 수학성취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omero et al.(2014)은 성장신념을 지닌

중학생들이 학업성적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상급 단계의 수학과목을 수강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성장신념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현장 실험 연구

에서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능변화신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임경미 등(2007)은 성장신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 사후검사와 지연검사 결과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능변

화프로그램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이 개별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 적용에

초점을 둔 데 비해 최근에 수행된 Paunesku et al.(2015)의 연구는 13개 고등학교의 1594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듈을 이용한 학업적 마인드셋 프로그램(academic mindset intervention)

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도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주요 과목 이수율과

평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업 상황에 있어 성장신념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해왔으며, 성장신념은 다양한 학습 동기, 전략 사용, 학업수행 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지능에 관한 성장신념이 청소년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종단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Blackwell et al.(2007)의 연구는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이를 예측하는 성장신념의 종단적 변화는 살펴

보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 문병상(2013)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

는 시간 동안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과 고정신념이 각각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종단

적 변화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장신념의 종단적 변화가 학

업수행의 종단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수행의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 수업이해도에 초점을 두었다. 

특정 과목에서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는 그 과목의 수행 혹은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영주, 2012; Ferla et al.,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장신념과 수업이

해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신념이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때 학

습 전략 또는 행동이 그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움 요청 행

동이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종단적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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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를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 간의 관계

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도움요청이란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의 한 전략으로

청소년의 학습과정의 질과 성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준수, 1999; Ryan et al., 

2001).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과정을 점검 및 조절하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Pintrich & Zusho, 2002; Zimmerman, 2000). 자기조절학습은 인지조절, 행동조

절, 동기조절, 환경조절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도움요청은 행동조절의 한 전략으로 구분되어

왔다(Pintrich & Zusho, 2002; 2007). 자기조절학습 전략으로서 도움요청은 학생들이 수업이나 학

업과제를 수행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교사, 부모, 또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

동을 의미한다(Ryan et al., 2001). 이러한 자기조절전략으로서 적응적 형태의 도움요청(adaptive 

help seeking)은 단순히 학업과제를 빠르게 수행하거나 쉽게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부적응

적 형태의 편의적 도움요청(expedient help seeking)과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Newman, 2000; Ryan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적응적 형태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

었다.

   도움요청 행동이 학업상황에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

생들이 학업수행 과정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기 학습자들은 메타

인지 능력이 발달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더 잘 인식하게 되지만, 오히려 도움요청을 회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희주, 2007; Ryan et al., 2001). 이러한 도움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yan et 

al.(2001)은 학생들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걱정이 도움요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고 설명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학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이 강한 학생일수록 도움요청 행동을

회피한다고 알려져 있다(Nelson-Le Gall, 1985). 

   선행연구에 비추어봤을 때, 학생의 지능에 대한 신념은 도움요청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도움요청을 자신의 능력을 성

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고정신념이 강한 학생일수록

도움요청 행동을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

구로 Shih(2007)은 학생들의 고정신념이 도움요청 회피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장신념이 부적으

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vely &　Ryan(2013)은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들이 도움요청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생의 지능에 대한 신념과 도움요청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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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 편, 지능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병기, 송정화, 2008; 임경미 등, 2007; 

Braten & Olaussen, 1998). 특히 최근 Burnette et al.(2013)의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장신념이 다양한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사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도움요청

이 자기조절학습의 한 전략임을 고려할 때, 성장신념은 도움요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또한 도움요청 행동이 학생의 학업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학생이 학습상황에서 어려움이나 모호함을 겪게 될 때 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

청하는 행동은 학습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Newman, 2000; 

Ryan et al., 2001; Ryan et al., 2005). Ryan과 Shin(2011)은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도움요청이

사전 학업성취를 통제한 뒤에도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도움

요청을 회피하는 학생들은 도움을 적절히 요청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가 낮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Ryan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 학생들의 적절한 도움요청은 수업참여

태도와 학업성취도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자기조절학습의 실패로 간주되는 학업지연행동을 부

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명혜원 등, 2016; 조홍식, 정병근, 2011). 또한 Qi Boya와 안

도희(2016)는 청소년 학생들의 도움요청이 학교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도움요청 회피는

학교 참여를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생의 도

움요청은 수업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학생의 지능에 대한 신념은 수업이해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성장신념이 도움요청 행동을 매개로 수업이해

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아직 충분히 검증되

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 각각의 종단적 변화

를 알아보고, 성장신념이 도움요청을 매개로 수업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도움요청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예: 

Ryan et al., 1997)과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학업성취 수준을 통제하여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

형을 설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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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에서 수집한 1차년도(2005년)~4차년도(2008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KELS 조사는 층화군집무선

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전국에서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2005년

도 당시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고, 이 학생들이 만 30세의

성인이 되는 2023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신념과 도움요청이 측정된 2차년도(2006년)~4차년도(2008년), 즉 당시 중

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6,908명의 자료 중 이 연구에 사

용된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 변인 모두에 결측치를 가진 84명을 제외한 총 6,824명(남

3,571; 여 3,253)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1차년도(2005년) 학업성취도와 성별을 분석 모

형에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통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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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도구

 1. 성장신념

   지능변화신념은 지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다. KELS 조사는 Dweck & 

Leggett(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신념과 고정신념을 측정하였다(예: ‘지금의 능력과는 상관

없이 누구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똑똑해질 수 있다’). 총 5문항

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신념과 고정신념을 하나의 연속선상의 반대 지점에 위치하는

개념들로 보고 성장신념과 고정신념 문항을 통합하여 사용하였다(예: Blackwell et al., 2007; Cury 

et al., 2008; De Castella & Byrne, 2015; Niiya et al., 2004; Robins & Pals, 2002). 따라서 3문항의 고

정신념 문항을 역코딩한 후 성장신념 문항들과 함께 평균값을 계산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강한

성장신념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2-4차년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73에서 .78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 교사 도움요청

   교사 도움요청은 학생이 학습과정에서 모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정하는 자기조절 전략이다. 교사 도움요청 문항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Pintrich et al., 1993)의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선생님께

질문한다’, ‘선생님으로부터 공부에 필요한 자료나 도움을 구한다’). 총 2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

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2-4차년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72에

서 .76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두 문항의 상관은 .57에서 .61으로 나타났다. 

 3. 수업이해도

   수업이해도는 학생이 자기 보고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영

어, 수학교과에 대한 수업이해도 3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교과별로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를

20% 단위로 제시된 응답지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20%이하=1점, 21~40%=2점, 41~60%=3점, 

61~80%=4점, 81%이상=5점). 2-4차년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75에서 .83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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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차년도 학업성취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1차년도(중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점수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수직척도점수가 사용되었다. KELS 조사에는 학업성취수준의 측정을 위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의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고,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수직척도점수를 제공하였다. 중학교 1학

년 수직척도점수는 각 과목의 평균이 300점, 표준편차가 50점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

서는 세 과목 수직척도 점수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C.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의 성장요인을 추정하여 종단적 관계를 검증

하였다. 먼저 SPSS 24.0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의 기본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각 변인으로부터 성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Mplus 7.31을 사용

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였다. 각 변인별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

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채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각 변인별 잠재성장모형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 단계에

서 1차년도 학업성취도와 성별을 모형에 추가하여 통계적 통제를 해주었다. 

   도움요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

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를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지수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두 모형의 경우 내포관계이기 때문에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 2,000개로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편향 보정된(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에서 구간 하한값과 상

한값을 제시하였고, 경로별로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결측치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

다. FIML은 완전 무작위 결측(missing at completely random)이거나 무작위 결측(missing at random)

일 경우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방법인 listwise 또는 pairwise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Enders, 2001; Raykov,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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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A. 주요변인의 기초통계 결과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장신념의 평균은 1차 3.14, 

2차 3.10, 3차 3.07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도움요청도 1차 2.57, 2차, 2.54. 3차 2.49로 점차 감소

하였다. 또한 수업이해도 역시 1차 3.70, 2차 3.57, 3차 3.31로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최소 .02에서 최대 .58까지, 첨도는 절대값 최소 .00에

서 최대 .61까지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0 이하와 7.0 이하의 기준을 충족

하였으므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분포라는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Curran et al., 1996).    

B. 변인별 분석 모형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 각각의 변인에 대해 무변화모형의 초기값 평균과 분산, 선

형변화모형의 초기값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공분산을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장신념의 경우 선형변화모형의 χ2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

에 비해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뚜렷하게 우수하였으므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

였다. 성장신념의 초기값은 평균 3.14, 분산은 .15이며, 변화율은 평균 -.04, 분산 .02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이 지능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 중2에서

고1까지 매년 .04 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성장신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02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신념의 초기값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더 커짐을 의미 한다.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

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언경 등, 

2017; Bray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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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인별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 사전 학업성취 —          

2. 성장신념1 .100** —
3. 성장신념2 .046** .429** —
4. 성장신념3 -.040** .345** .446** —
5. 도움요청1 .182** .088** .101** .065** —
6. 도움요청2 .197** .104** .093** .073** .379** —
7. 도움요청3 .177** .066** .085** .082** .326** .398** —
8. 수업이해도1 .518** .138** .086** .033* .302** .254** .205** —
9. 수업이해도2 .577** .132** .118** .024 .258** .338** .241** .611** —
10.수업이해도3 .496** .094** .095** .075** .244** .286** .351** .517** .610** —
평균 299.16 3.14 3.10 3.07 2.57 2.54 2.49 3.70 3.57 3.31

표준편차 52.01 .54 .53 .53 .66 .66 .64 1.01 1.08 1.01

최소값 151 1 1 1 1 1 1 1 1 1

최대값 510.67 4 4 4 4 4 4 5 5 5

왜도 .20 -.21 -.18 -.22 -.05 -.16 -.02 -.58 -.47 -.19

첨도 .30 -.15 .00 .13 .08 .05 .13 -.15 -.5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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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변인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초기값 변화율  

χ2 df CFI TLI RMSE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공분산

성장

신념

무변화 139.002 4 .953 .965 .070 3.10*** .12***    

선형변화 1.333 1 1.000 1.000 .007 3.14*** .15*** -.04*** .02*** -.02***

도움

요청

무변화 112.279 4 .953 .965 .063 2.53*** .16***    

선형변화 2.587 1 .999 .998 .015 2.57*** .19*** -.04*** .03*** -.03***

수업

이해도

무변화 1236.223 4 .794 .846 .213 3.52*** .63***    

선형변화 56.096 1 .991 .972 .090 3.70*** .81*** -.20*** .14*** -.14***

 

*** p < .001

   다음으로 도움요청 또한 선형변화모형의 χ2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

형에 비해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였으므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도움요청의 초기값은 평균 2.57, 분산은 .19이며, 변화율은 평균 -.04, 분산 .03으로 나타났다. 변

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중2에서 고

1까지 매년 .04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도움요청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

산이 -.03로 유의하게 나타나 도움요청의 초기값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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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이해도는 두 모형의 비교 결과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에 비해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였으므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업이해도의 초기값

은 평균 3.70, 분산은 .81이며, 변화율은 평균 -.20, 분산 .14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

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수업을 이해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중2에서 고1까지 매년 .20씩 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므로 수업이해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값

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14로 유의하게 나타나 성장신념, 도움요청과 마찬가지로 수업이해도의

초기값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C.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 연구모형 검증과 모형 비교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별 최종 모형을 바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

였다. 성장신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독립변인으로, 도움요청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변인으

로, 수업이해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변

량(time invariant covariate)으로 성별과 중학교 1학년 때의 사전 학업성취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여 이들이 각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는 경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이론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한 쌍의 문항 간 오차상

관을 허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 간의 관계를 도움요청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부분매

개효과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완전매개효과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 간 CFI, TLI, RMSEA 값에는 큰 차이

가 없었으나,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부분매개모형의 χ2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AIC와 BIC값도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모형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χ2검정을 제외하고 모두 만족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주었다(χ2[df=28]=352.855, TLI=.962, CFI=.980, RMSEA=.041).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χ2 df CFI TLI RMSEA AIC BIC
완전매개모형 398.141 31 .978 .961 0.042 107217.8 107497.3
부분매개모형 352.855 28 .980 .962 0.041 107178.5 107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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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들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초기값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성장신념의 초기값은 수업이해도의 초기값(β = .072, p < .001)과 도움요청의 초기값(β = 

.241, p < .001)을 각각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성장신념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수업

이해도와 도움요청도 각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움요청 초기값은 수업이해도 초기값을 정적

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여(β = .327, p < .001) 도움요청을 많이 하는 학생이 수업이해도 초기값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변화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도움요청의 변화

율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β = .431, p < .01), 도움요청의 변화율은 수업이해도 변

화율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 .605, p < .001). 이는 성장신념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을수록 도움요청이 줄어드는 폭도

작아지며, 도움요청이 줄어드는 폭이 작을수록 수업이해도도 더 작은 폭으로 낮아짐을 의미한

다. 

   한 편 성장신념 초기값이 도움요청 변화율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여(β = -.182,  p < 

.01) 성장신념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도움요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변인들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에서 나타난 것처럼 잠재성장모

형에서 종종 확인되는 경향으로 성장신념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도움요청의 초기값도 높기 때문

에 낮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성별은 성장신념의 초기값, 도움요청의 초기값과 변화율, 수업이해도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지능

이 성장한다고 믿는 정도가 낮으며, 교사에게 더 많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지각하며, 도움요청

행동 정도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이해도의

초기값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전 학업성취는 성장신념의 초기값과 변화율, 도움요청의 초기값과 변화율, 수

업이해도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때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신념과 도움요청, 수업이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사전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성장신념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수업이해도는 더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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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성장신념 초기값 → 수업이해도 초기값 .181(.072) .042 4.291***

성장신념 초기값 → 수업이해도 변화율 .039(.046) .045 .876      

성장신념 변화율 → 수업이해도 변화율 .120(.039) .337 .355

성장신념 초기값 → 도움요청 초기값 .280(.241) .029   9.682***

성장신념 초기값 → 도움요청 변화율 -.067(-.182) .020 -3.285**

성장신념 변화율 → 도움요청 변화율 .568(.431) .190 2.983**

도움요청 초기값 → 수업이해도 초기값 .705(.327) .041 17.246***

도움요청 초기값 → 수업이해도 변화율 .021(-.028) .027 -.762

도움요청 변화율 → 수업이해도 변화율 1.417(.605) .314 4.513***

성별(남학생=1)→ 성장신념 초기값 -.063(-.092) .013 -4.980***

성별(남학생=1)→ 성장신념 변화율 .001(.004) .008 .098

성별(남학생=1)→ 도움요청 초기값 .068(.087) .015 4.463***

성별(남학생=1)→ 도움요청 변화율 -.028(-.113) .011 -2.662**

성별(남학생=1)→ 수업이해도 초기값 .060(.035) .022 2.731**

성별(남학생=1)→ 수업이해도 변화율 .000(.001) .020 .020

사전 학업성취→ 성장신념 초기값 .001(.158) .000 8.503***

사전 학업성취→ 성장신념 변화율 -.001(-.391) .000 -9.607***

사전 학업성취→ 도움요청 초기값 .002(.281) .000 14.273***

사전 학업성취→ 도움요청 변화율 .000(.166) .000 2.270***

사전 학업성취→ 수업이해도 초기값 .009(.540) .000 38.344***

사전 학업성취→ 수업이해도 변화율 .000(.007) .00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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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도움요청이 매개하는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표본을 2,000개로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95% 신뢰구간

에서 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때 경로계수가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성장신념의 초기값이 도움요청 초기값

을 매개로 하여 수업이해도 초기값을 예측하는 매개효과와, 성장신념의 변화율이 도움요청 변

화율을 매개로 하여 수업이해도 변화율을 예측하는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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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표준화

계수
p 하한값 상한값

성장신념 초기값 → 도움요청 초기값 → 수업 이해도 초기값 .079 .000 .059 .098

성장신념 초기값 → 도움요청 초기값 → 수업이해도 변화율 -.007 .456 -.025 .011

성장신념 초기값 → 도움요청 변화율 → 수업 이해도 변화율 -.110 .007 -.220 -.050

성장신념 변화율 → 도움요청 변화율 → 수업 이해도 변화율 .261 .000 .152 .444

편향보정된 95% 신뢰구간에서 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V. 논의

   이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

학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세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

히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이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관계에서 도움요청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성별과 사전 학업성취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 도움요청 행동, 수업이해도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선형으

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능이 노력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도움요청 행동을 피하게 되며, 수업이해도가 낮아지는 경향

성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참여의 종단적 감소를 보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Eccles et al., 1993; Gottfried et al., 2007; Jacobs et al., 2002; Watt, 2004). 이러

한 부정적 변화 양상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교실 및

학교 환경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Eccles et al.(1993)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능력별 반편성, 상대적 비교에 따른 평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

고, 이는 학생들의 동기, 흥미, 학습참여와 성취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습동기와 성취의 감소 양상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

속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 종단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Gottfried et al., 2007; Jacobs 

et al., 2002). 특히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겪는 경쟁과 성취압력은 학생의 학습

동기와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봉미미 등, 2008).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성장신념의 초기값은 도움요청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지능이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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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교사에게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장신념과 도움요청행동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hih, 2007; Shively & 

Ryan, 2013). 도움요청이 자기조절 전략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성장신

념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박병기, 송정화, 

2008; 임경미 등, 2007; Braten & Olaussen, 1998; Burnette et al., 2013). 또한,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도움요청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게 감소하는 학생들은 도움 요청의 정도도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능이

노력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수록 도움요청의 종단적 감소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도움요청의 초기값은 수업이해도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교사에게 도움

을 더 많이 요청한다고 보고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도 더 높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요청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수업참여를 긍정적으

로 예측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명혜원 등, 2016; 조홍식, 정병근, 2011; Qi Boya, 

안도희, 2016; Ryan et al., 2005; Ryan & Shin, 2011). 또한, 도움요청의 변화율은 수업이해도의 변

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도움요청 정도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게 감소한 학생들은

수업이해도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정도 또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가

면서 수업이나 학업과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업

이해도는 낮아지기 쉽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도움요청 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때 이러

한 수업이해도의 종단적 감소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지능에 대한 성장신념의 초기값이 도움요청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수업이해도 초기

값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일수록 교사에게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하고,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수업이해도를 보고했다. 또

한 성장신념의 변화율이 도움요청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수업이해도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2에서 고1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성장신념을 유지할수록 도움

요청을 덜 회피하게 되고,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도 덜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

는 성장신념이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박병기, 송정화, 2008),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전략 중 도움요

청 행동의 매개 효과에 초점을 두고,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종합하여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연구에서 확인

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 학생들의 성장신념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도움요청 행동과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

행연구에서 성장신념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임경미 등, 2007; 

Paunesku et al., 2015). 특히 중학교에서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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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장신념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성장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성장신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실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

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능력에 대한 칭찬을 지양하고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며, 과제를 완벽

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배우며 노력하는 것에 가치를 둘 때, 학생들의 성장신념이 증

진될 수 있을 것이다(Mueller & Dweck, 1998). 또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기보다 학생 자신이 이

전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

에서 확인된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 간의 종단적 결과를 고려할 때, 성장신념을 증진

시키기 위한 위와 같은 실천은 학생들의 도움요청과 수업이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결과는 또한 청소년의 도움요청 행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감소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변화가 수업이해도의 종단적 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학업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전략임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Ryan et al., 2005; Ryan & Shin, 2011). 또한 선

행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도움요청 행동에 개인의 신념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Bong, 2008; Karabenick, 2004). 따라서 학생의 도움요청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

는 교사의 교수방식이나 교실환경 조성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Le Mare& Sobat, 2002). 예를

들어 학생의 도움요청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도움요청 행동을 보다 직접

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이 학업과제를 당연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움요청 행동을 회피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학생의 도움요청 행동에 교사의 태도나 교사-학생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교사가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학생들과 지지적 관계(supportive relationship)를 형성할 때 학

생들의 적응적인 도움요청 행동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측

정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보고자의 응답성향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 측정된 도움요청과 수업이해도는 학생이 지각하는 정도

이므로 실제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나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학생 설문뿐만 아니라 교사 설문 자료를 함께 이용하거나, 교실 관찰 연구나 인터

뷰 등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성장신념과 도움요청, 수업이해도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장신념이 도움요청이나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과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예를 들어 수학과목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성장신념과 국어 능력에 대한 성장신념은 동일

한 개인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교과에 따라 개인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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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로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후속연

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종단적 변화와 관계가 교과별로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사용된 종단 자료에서 성장신념은 3개 년도에만 측정되어 무변화모형

과 선형모형만을 비교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4차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2차함수 모형

이나 3차함수 모형 등도 비교하여 청소년기의 성장신념, 도움요청, 수업이해도의 종단적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성장신념과 도움요청, 학업수행 간의 관계를 개

별적 혹은 횡단적으로 분석했던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성장신념과 수업이해도 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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