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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초  19 
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1 , 
동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 , 
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있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 ,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요인이 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1 400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 
의 적률상관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 Pearson , , , 

분석을 이용하여 과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IBM SPSS 25.0 Mplus 8.0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 , 

습관여행동의 유형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
은 안정형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이 모두 높은 노력형 양육스트, , 
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이 중간 수준인 보통형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학습관, 
여행동이 낮은 무기력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 , 
기주도학습에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은 안정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학습관여행동이 낮은 무기력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따른 잠재계층유형 별로   , , 

예측 요인이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교사와의 의사소통, ,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의 의. 
사소통이 활발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 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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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이 네 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아, 1
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있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 , 
참여가 영향 요인이 됨을 밝혔다.

주요어 자기주도학습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교사와의 의사소통: , , , , 
아버지의 양육참여 초등학교 학년, 1
학번: 2018-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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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Ⅰ

우리나라 아동은 여덟 살이 되면  학교라는 의무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초등학생 학년이 되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1
받는다 초등학교 학년 시기는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 1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
하다 특히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래와 함께 지내며 학업에 참여하는 .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 ‘ ’
하나이다 그러나 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아동들이 . 2020 19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발달 과업 달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
고 있다 년에 초등학교 학년이 된 아동들은 입학 직후부터 일반적. 2020 1
인 학교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또래 교사와의 충분한 관계를 형성. ,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하였다 교사의 직접적인 대면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 
황에서 오히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수행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용섭( , 
2020).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교육 성취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보미 아동( , 2020). 
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학업 성
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이. 
후 학업 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중위권이 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만 남, 
는 교육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이유진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 , 2020). 
교사 여명에게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수가 학습 4000
격차 심화 중복 응답 라고 답변하였다 서보미 이러한 상(61.8%, ) ( , 2020). 
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기
주도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이후에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로는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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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서보미 에 따르면 가정환경의 차이를 학습 , (2020)
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꼽은 경우가 무려 에 달한다 이는 학교의 72.3% .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부 아동들은 온라인 학습에 참. 
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적응이 있다는 논란이 대두될 만큼 김상미( ,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초등학2020) . 
교 학년과 같이 어린 연령의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에 있어서 교사나 부1
모와 같은 학습 조력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 , , , 
엽 요즘과 같이 학습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2003). 
진 상황에서 아동이 스스로 학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독려, 
하는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지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학습관여행동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  

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김종덕 최근 코로나( , 2001). 19 
상황과 더불어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아동이 정해진 시간
에 수업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부모
의 학습관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 
교 학년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업1 EBS 
을 수강한 후 가정으로 배송된 학습꾸러미의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해야 , 
하며 학교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출석을 해야 한다 이러한 , . 
절차는 갓 학교에 진학한 만 세 아동들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렵다6 . 
따라서 저학년의 온라인 비대면 학습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교사와 부모
의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에서 맡아서 하던 교. 
육의 역할을 학교와 가정이 나누어 협력하여 감당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에 아동이 원활하게 가정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 학. 
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서의 학습관여행동은 아동이 스스로 학습하고
자 하는 자기주도학습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
된다(김홍석 심혜숙,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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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은 양육스트레스의 주 원인 중 하나, 
로 지목되고 있는데 양진희( , 2016; 윤현수 오경자 최근 코로나, , 2010),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위축 등과 같은 상황은 양육자19 , 

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 아동을 기관에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비취업모의 경우 하루 종일 아동과 함께 집 ,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이러한 상황. 
으로 인해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 어머Abidin(1992)
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 가운데 양육스트레스를 
주원인으로 주목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 
부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기 쉽다 신숙재 안, ( , 1997; 
지영 결국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으로서 애, 2001). 
정적이고 지지적인 형태의 학습관여행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아동, 
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반드시   

낮은 학습관여행동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
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아도 적극적인 학습관여행동을 보이는 어머니가 있. 
을 수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아도 자녀의 학업 과정에 그다지 관심을 , 
기울이지 않고 낮은 학습관여행동을 보이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심리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가 관찰 가능한 양육 행동으로 나타나
는 과정에는 사회적 지원 육아에 있어서의 부부양육협력 양육 기술 능, , 
숙도 인지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bidin, 

양육 행동은 성격 등과 같은 1992). 어머니의 특성 스트레스 대처 양식, , 
주위 환경의 영향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Abidin, 1992; 손영지 박성연, , 2011) 즉. ,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진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학업에 관련한 조언을 하거나 적절, 
한 학습 환경을 구성해 주는 등 효과적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
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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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고 낮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 집단을 나누어 보고 그 집단에 속한 ,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 로 인해 온라인 학습 상황에 처한 초등학19
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판단해 볼 필요1
가 있다 나아가 아동이 높은 자기주도학습을 보이는 집단의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집단에 속하, 
기 위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요구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증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사회적 지원으로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주
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은 교사가 학교에서 대면으로 .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에서
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교사가 어머니에게 필요한 .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아이의 참여 독려를 요청하는 등의 소통은 매우 ,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는 학교의 인적 자원으로 자녀양육에 있. 
어서 확대된 의미의 가족이자 아동을 지원하는 공동체로서 기능한다
( 이러한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어머니의 양Bronfenbrenner, 1979). 
육스트레스를 낮추고 효과적인 자녀양육의 기술을 높일 수 있다 이미자( , 
문혁준 따라서 실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 있어서의 , 2008).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을 결, 
정짓는 영향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 안에서의 독립된 생활이 장려되는 사회적 거  19 

리두기 시행에 따라 외부와 소통이 어려워졌으며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진미정 외 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 (2020) 19 
데믹 이전에 비하여 가사노동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33.0%
나 되었으며 자녀 돌봄이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였다 이를 통해 , 47.1%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녀양육과 가사를 해야 하는 어19 
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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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느낄수록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
였는데 진미정 외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 , 2020), 
니들에게 배우자가 협력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양육 참여를 하는지. 
의 정도는 부부 간의 정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줄이고 노성향 손수민 이정순 어머니가 자녀( , 2014; , 2012; , 2003), 
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19 , 
을 예측하는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  , , 

의 유형을 규명하고 그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조절학, 1
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 
버지의 양육참여가 각각의 유형별로 영향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상황에 . 19 
처하게 된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1
요인의 특성을 밝히고 사회적 지원으로서 교사와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 19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온라인 수업 상황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초등
학교 학년 아동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어머니들에게 실천적 제언을 함과 1
동시에 자녀의 온라인 학습 지원에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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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 Ⅱ

이 장에서는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 , 
동 외부 지원으로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선, 
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구. 
체화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한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1. 

자기주도학습의 개념1)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  ,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주도학습의 정의에 대한 접근은 학자마다 , 
조금씩 차이가 있다. 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이 도움을 주Knowles(1975)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여 학
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여 적합한 , 
학습 전략을 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 
평가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정용우 양성관 은 학습과정 과 인. , (2008) ‘ ’ ‘
지적 통제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자기주도학습을 학습 조력자와의 ’ , 
협력 하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 목표를 설정하며 필요한 학습자원, 
과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여 학습상황을 통제 관리하면서 학습해 나가며 
학습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석재 외. 

는 (200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
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력으로 보고 자기주도학습을 ,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학습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학습이라고 하였, , 
다 그러면서 자기주도학습의 내용을 학습계획 영역. (학습욕구 진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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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 학습실행 영역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 ), ( , 
전략의 선택 학습실행의 속성 학습평가 영역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 ( , 
자기 성찰 이라고 정리하였다 이석재 외) ( , 2003).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에 
따른 공통점은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
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한 에 따르면 자기주도  Guglielmino(1977)

학습의 능력을 지닌 학습자는 새로운 학습 기회에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 
학습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의 계획 및 , 
실행 과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학습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고 학습활동 , , 
자체를 즐기며 어려운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는 자기주도 학습자에 대해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며 . Candy(1991)
자기 반성적임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상호관계적임 자신감 있고 자부, , 
심이 강함 학습 과정에 대해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춤 등의 특징을 제, 
시하였다 김홍원 은 자기주도 학습자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 (1996) , , 
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는데 좋은 인지 전략과 지식이 구조화 되어 있고, 
긍정적 자아 동기 의지가 있으며 학습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 , 
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즉 종합하자면 자기주도 학습. , 
자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인지적으로 사고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발달2) 

이 연구는 학령기 초기인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관심  1
을 갖는다. 유현숙 외 에 따르면 개 분야의 전문가 명을 대상(2002) 8 518
의 설문조사에서 초 중등 시기에 중요한 생애 능력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주도학습을 (26.9%) . , 
할 수 있는 역량을 학령기 초기부터 길러야 하는 주요 기술로 손꼽고 있
다 김혜영 김금선 은 . , (201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단기간 집중 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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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서부터 성인이 , 
되기까지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즉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단계적인 발달 측면. , 1
에서 접근해야 한다.
배영주 에 따르면 학습자로서 아동이 지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2006) . 

아동은 놀이와 같이 학습 자체를 재미있고 가치 있게 여기며 결과보다 , 
과정을 중요시 하고 삶의 경험 속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을 중심으로 ,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위의 인적 물, ·
적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 
이미 아동 나름대로 자기주도 학습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아동의 학습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특성을 .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배영주( , 2006).
이석재 외 는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발달단계별 자기주도학습의   (2003)

하위요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습 계획 단계에서 초등. 
학생은 부모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따르는 반면, 
청소년이나 성인은 스스로 장기적 현실적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 실행 , . 
단계에서 초등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습전략의 
효과를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중 고등학생과 성인은 자발적으로 과제의 , 
완성도를 위해 노력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개발하는 등의 차이가 있
다 이에 대해 이석재 외 는 발달 단계에 따라 . (2003) 자기주도학습을 구성
하는 하부요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각각의 발달을 촉진하고 변화
한다고 보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단계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역량 . , 
형성에 있어서 상위인지의 발달 학습전략의 체화 및 자아개념의 형성을 , 
비롯한 정서 인지능력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였다, .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습 조력자와의 협력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 발달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타인의 . Knowles(1975) ‘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라는 단서를 자기주도학습의 정의에 붙였으나 다’ , 
른 연구들 정용우 양성관 이석재 외 은 학습 조력자와의 ( , , 2008;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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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의 주체를 어느 발달 . 
시기의 연령으로 보는지와 관련이 높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의 경우 타인의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이 어린 연령은 학습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는 학습. 
자가 성인의 일방적인 지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조력자로서 교, 
사 어머니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 스스로가 학습에 , 
유용한 자원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영주, ( , 2006).
이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학년은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공부하  1

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경험치가 낮으며 스스로 계획 실행하는 능력을 길, 
러 나가는 중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안내와 도움을 . 
받아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해 나가지만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19 
으로 인해 등교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어머니가 학습 조력자
의 위치에서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고 설계하였다 또한 학습을 . ,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학습 결과, 1
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기에 학습평가 영역에 대한 자기주
도학습의 형성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자기주도학습의 여러 내용 중 특히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에서의 자기주도학습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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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개념과 관련 요인1) 

생태체계이론  (Bronfenbrenner, 1979)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을 둘러싸
고 있는 다양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데 미시적으로 가정, 
에서부터 거시적으로 사회적 환경 맥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특히 가정 그 중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절, , 
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이유로 아동 발달에 있어서 Belsky, 1984).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생애 초기부, 
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동이 만나게 되는 가정환경으로서의 어머니의 특성. , 
그 중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초등학교 학년 시기 아동의 발달에 있1
어서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인간이 생
활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은 당연하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는  (Laster, 1981). 
등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중요한 생활사건 가운데 스트레스는 더욱 크게 
발생한다 김기현 강희경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 , 1997).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느 가족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성혜 정리하자면 양육( , 1994). , 
스트레스란 부모가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
족 스트레스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지속, 
적으로 누적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류관열 특히 양육스( , 2012). 
트레스는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양육이 부모가 협력해서 . 
수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역할의 구분의식이 강한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아 최선녀 문영경 이지원 정은아 김( , , ; 2020,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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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2014).
특히 년에는 코로나 로 인한 소위 언택트 상황이 지속  2020 19 ‘ (untact)’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스트레스 불안, 
감 트라우마 등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 코로나 블루 라는 사회적 현상이 ‘ ’
대두되고 있다 김명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와 우울감( , 2020). ' 19' ' (Blue)'
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상황으로 물리적 , 19 
제약을 경험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희순 안나현( , , 
전은진 한편 정익중 에 따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실시, 2020). (2020)
한 코로나 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설문조사에서 평일 낮 ' 19 · ' 
시간대에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머무른 초등학생은 에 달하였다46.8% .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업모는 이러한 돌봄공백을 
경험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김미옥 송승민 이사라 전업모( , , , 2015), 
는 하루 종일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코로나 블루‘ ’
와 맞물려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높은   

참여도를 갖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가윤 신혜영( , , 2013).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양육자가 양육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보다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김현희 박천만 이종렬 신효순, , , 이주리, 2009; , 2008; Deater‐
Deckard, 1998). 부모 자신의 특성 직업 환경 생애 사건 아동 특성  , , , ,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어머니일. 
수록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Suchman & Luthar,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강압적이며 비효율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2001),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미숙 문혁준 김현미 도현심( , , 2005; , , 2004).
하지만 최근에는 성격 등과 같은 요인의 차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해소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견지의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손영지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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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또한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남편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주, 2011). , , 
변의 사람들과의 정서적 물질적인 지원은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존재한다(Deater Deckard, 1998). ‐ 은 Abidin(1992)
양육 행동에 대한 동기 유발로서 양육스트레스가 존재하지만 이를 여과, 
하는 대처 자원으로 사회적 지원 육아에 있어서의 부부 협력 양육 효능, , 
감 물질적 자원 인지적 대처 방식이 있어서 이에 따라 다른 양상의 양, , 
육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반드시 동일하게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나타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높고 낮은지 여부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는 학습관여행동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필연적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요인에 의하여 이를 , 
완충하여 애정적이고 존중하는 형태의 학습관여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후술하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을 양육스트. 
레스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적 행동이 아닌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 또 다른 주도적인 변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의 개념과 이론2) 

는   Belsky(1984) 양육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어머니 개인의 과거 경험
으로 형성된 어머니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양육,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 지속됨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로서 학습관여행동에 주목하였다.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 
경험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아가는 것이다, 

즉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Grolnick, Ryan & Deci, 1991). , -
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김종덕( , 

외 에 따르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2001). Grolnick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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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아동은 이해하는 내용을 더 잘 제어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 
지각이 높았고 더 자율적으로 행동했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특성은 학, . 
교에서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불안을 낮춘다 결국 . 
부모는 아동의 학습과정에서 비계 설정하여 활동을 안내 해 줌으로써 자
녀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Salter, 2012).
하지만 부모의 학습관여가 아동에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외 는 홍콩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가Wong (2018)
정에서의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선형으로 증가
하였으나 학업 성취 중국어 수학 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 자 형태를 , ( , ) U
가지며 심리적 어려움은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 즉 학습관여의 정도가 깊어짐에 따라 아동은 부담과 스트레스. , 
를 느낄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 자신의 실패를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아시아권의 집합주의적 문화 한성열 속에서 나타( , 2008) 
날 수 있다 집합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 
못한 기대 목표를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기대심리로 자녀를 
대리만족 도구로 인식하여 한성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학습관여( , 2008), 
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있어서 . 실패 경험을 반복한 어
머니는 자신의 자녀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과도한 불안감에 자
녀의 학습에 과잉 개입한다고 본 견해도 있다 전은옥( , 2017). 
그런 차이로 인해 학습관여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학자마다 문화권   , 

별로 조금씩 다르다. 와 가 제시하는 자율성 증진을 위Deci Flaste(1995)
한 부모 행동을 차용한 임은미 는 (1998) 선택권 부여 민주적인 규칙 제, 
공 목표부합행동 강화 개인내적특성 향상 격려와 같은 , , 자율성 격려행‘
동’에 학업정보 제공 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학습에 관여하는 부모 행‘ ’
동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대체로 부모의 학. 
습관여가 자녀의 동기 및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임은미 에 따르면(1998) 자율성 격려행동과 학업정보제공은 학생의 자율 
적 동기 가치와 보람 즐거움 지향 와 사회적 동기 미래 성공 지향 를 높(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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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동일한 척도로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학습 동기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김종덕 에서는 자율성 격려행동은 아동의 ( , 2001)
실패회피동기와 무동기를 낮추고 지적 동기를 높였으며 학업정보제공은 ,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를 높였다 한편 우리나라 특성에 맞추어 척도를 , . , 
개발한 연구는 긍정적 학습관여형태를 학업정보제공 및 조언 자녀학습방, 
식 존중 요인으로 부정적 학습관여형태를 학습 성과 압력으로 나누어 2 , 
구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기주도학습을 증진시켰고. , 
부정적 학습관여는 자기주도학습을 감소시켰다 김연수 이종한 한영숙( , , , 

학습지지와 학습압박을 학습관여의 하위요소로 사용한 논문2008). (이정
민 에서는 어머니의 학습지지는 남녀 아동 모두에게 학습의욕행동, 2013)
과 주의지속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학습압박은 남아에게는 의욕, 
과 주의지속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여아에게는 의욕행동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침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학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존중 격려하며 학  , 

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업성과압력을 부여하거나 학습에 대한 압박을 주, 
는 것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학습관여행동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짐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을 높이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연령이 적을 때 활발하며 .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Green, Walker, 
Hoover-Dempsey & Sandler, 2007) 초등학교 학년 성적은 고학년에, 1
서의 성적을 예측함( 에Alexander, 1994: Entwisle & Alexander, 1998
서 재인용 을 고려할 때) , 학령기 초입에 있어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1
학습관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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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관계3) ,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 학  , 1
년의 경우 교사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발달시켜 나간다 요즘과 같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 
주로 하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에 .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들 김영주 홍혜영 박정미( , , 2014; , 

은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녀의 성취를 격려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자2010)
녀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요. 
인 중 심리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와 행동적 특성인 학습관여행동이 자
기주도학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자녀가 세 시기에 느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 6-8
초등학교 학년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학교적응1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최은아 를 통해 어머니의 양( , 2019)
육스트레스가 아동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돕는 자기주도학습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조력자로서의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은 자기주도학습하는   

태도 발달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고츠키. 
는 아동이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영역과 성인이나 진보(Vygotsky, 1978)

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별하면서 근접발'
달영역 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행사하(ZPD)' . 
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의 학습관여행동은 자녀가 자기주
도적 학습역량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 
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녀가 학습하
는 방식을 존중하는 경우 자녀가 더 수월하게 자기주도학습을 하였다 김, (
소윤 최성우, , 2015; 김연수 외 노대근, 2008; , 2014).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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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반 
드시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손영지 박성연( , , 2011; 
Abidin, 1992;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Deater Deckard, 1998). ‐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완충하여 애
정적이고 존중적인 형태의 학습관여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서 학습관여행동이 낮게 나타  

나거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외에, 
도 높은 양육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인으로 인해 높은 학, 
습관여행동을 나타내거나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낮은 학습관여행동을 보, 
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와 학. 
습관여행동이라는 두 변인을 기준으로 어머니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고, 
그 유형별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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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영향 요인3. ,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1)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형식적  , 
으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로 기호를 통하여 서로의 감정 생각 느낌 태, , , , 
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공통의 의미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행동이다 구수진( , 2001). 민간전문
단체인 미국의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는 아동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Young Children, 1998) 부모 교-
사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가족과 동. 
반자적 관계에서 협력적으로 일하며 부모와 지속적으로 양방향적인 의사, 
소통을 실시하여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아, 
동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욕구를 돕는 밑거름이 된다 장지원( , 2005). 

는 교사 부모 의사소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Gelfer(1991) - , 
활발한 의사소통은 가정에서의 경험과 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간의 연
계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고 평가할 ,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부모와 교사 사이에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만들 ,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부모 교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
써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라는 두 환경 체계가 분리되고 배타적이 
될 때 부모와 교사는 각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 
고 아동은 혼란을 겪게 된다 손환희 정계숙, ( , , 2011). 즉, 부모와 교사 간
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교사 모두가 각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잘 이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호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는 도구이다 서현 서( , 
경희 정은숙, , 2012). 
이러한 교사와의 의사소통은 이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의   Abidin(1992)

사회적 지원체계가 되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는 학교와 기관의 인적 자원은 확대된 Bronfenbrenne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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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가족이자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는 공동체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 
즉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교사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과 결핍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지원이며 
인적 자원이 된다 실제로 세 유아의 어머니 명 대상의 연구에서 . 6, 7 600
어머니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사소통의 태도가 원만할수록 교사에 대한 인, , 
식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이미자 문혁준( , , 
2008).
또한 교사와의 의사소통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는 교사와 협력하는 가운데 . 
부모 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타, 
당하고 일관된 훈육을 하도록 돕고 가정 내 아동의 학습 환경을 효과적
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미자 문혁준 즉 교사와 활발한 의사소( , , 2008). , 
통을 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학습관여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 교사 의사소  -

통에 대한 것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교사로부터 자녀의 발달, , 
행동특성에 대해 듣고 가정에서의 일을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초. 등학교에서의 대부분의 교사와 관
련된 의사소통 연구는 학생 교사 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이며- , 
실제로도 학교에서의 부모 교사 간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줄어드는 양상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 1
어리고 처음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모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유아교육기관의 연장선상에서 , -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년의 경우 초등학교 학년 아동이 학. , 2020 1
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가정학습을 수행해
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은 교사가 
아닌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이제까지 어머니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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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협력하던 교사의 역할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 어머니의 19 
역할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을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미치는 영향2)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  버지가 자녀에게 물리적 정서적인 환경을 제, 
공하여 사회적 기술과 가치를 가르치는 모든 행위이며 자녀양육에 참여
하는 행동의 양적 정도이다 최경순 또한 아버지가 남성으로서 하( , 1992). 
는 일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며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애정 , , 
등을 책임감 있고 자발적인 태도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투자하
는 것이다 민경아 최경순 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 , 2020). (1992)
하위 내용으로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 청소 등을 하는 가사활동 참여, , 
자녀와 함께 나들이 외식 등을 즐기는 여가활동 참여 자녀에게 책 등을 , , 
읽어주고 학업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학습지도 참여 자녀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지도 참여 등이 포함된다 설경옥 문혁준. , 

은 아버지는 발달적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활동하(2006) , , 
기 등의 형태로 양육에 참여한다고 보았으며 아버지가 긍정적인 심리자, 
세를 가질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아주, 
고 발달적 지지가 적극적일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진다고 보
고하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녀와 시간을 보. , 
내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니라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 
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버지가 양육에 . 
참여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대체로 어머니보다 적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오히려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 
민감하게 반응한다 설경옥 문혁준 에서 재인용 는 점(Lamb, 1981: , 2006 )
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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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학력 직업과 소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연관  , 
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Marsiglio(1991)
아버지가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
다고 하였다 설경옥 문혁준 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 , (2006)
수록 아버지가 사무직일수록 양육참여가 높았는데 이에 대하여 경제적, , 
으로 안정되어 있고 근무조건 및 만족도가 양호할수록 자녀양육에 더 많
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최한순 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1995) , 
고위전문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였지만 아버지, 
의 소득은 자녀양육 참여도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  Abidin(1992)
정에 있어서 대처 자원으로 부부 양육 협력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성장하. 
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와 양육참여가 중요해지고 자녀양육을  , 
부부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공동과제로 여기는 인식이 증가한다(Parke, 
2004).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참여 부부 간의 친밀감 , 
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인다 최은아( , 2018). 아버지가 실제 양 
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연대와 정신적 지지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
일 수 있다 노성향 손수민 이정순 또한 아버지가 ( , 2014; , 2012; , 2003).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어머
니의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손영빈 윤기영 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 , , 2011),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도록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
여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자녀
의 학습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학습관여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애정적 학습관여행동을 촉진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버
지의 양육참여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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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리. Ⅲ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관한   , 
선행연구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용어. 
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기술한다.

연구문제 1. 

이 연구는 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초유의 온라인 수업상황에   2020
직면한 초등학교 학년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1 , 
동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각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 1
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이 나누어지게 되는 집단에 대해 교사와의 의사소, 
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 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1 1【 】 
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2 1 , 【 】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유3 1 , 【 】 
형의 영향 요인은 어떠한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3-1. 1
스 학습관여행동 유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가, ?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3-2. 1
스 학습관여행동 유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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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2. 

자기주도학습1)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학습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실행· 
평가하는 학습방법이다 이석재 외 정용우 양성관 이 연구( , 2003; , , 2008). 
에서는 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년 아동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2020 1
자발적으로 수업에서의 할 일을 알고 계획을 세우며 배움의 과정에 정신
을 집중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2)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특성 또는 어머니 자신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으로 누적된 스트레
스 류관열 이재구 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발( , 2012; , 2018) . 19 
생 이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일이나 경험으, 
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모 
역할 부담감을 의미한다.
 
학습관여행동3)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어머니의 모든 관여행동 이정  (
실 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 하위 요인을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 2011)
제공 존중과 사랑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지원 학업성과압력으로 구분한, , , 
다 전은옥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 , 2017). ‘ ’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언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존중, ‘
과 사랑 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
의미한다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은 가정에서 아동이 온라인 학습활동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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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어머니가 학습 활동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올바른 스마트 미디
어 사용을 지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학업성과압력 은 어머니가 자녀. ‘ ’
의 학업에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고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은 초등학교 학년 아동이 가  , 1

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기초학습능력 향상
을 위하여 어머니가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사와의 의사소통4)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 학습 적응 등 전반적인 학교 및 가정생활과 관  , , 
련하여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확산으. 19 
로 인해 아동이 등교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담임교사와 필요한 정
보를 주기적으로 주고받으며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
는지를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5)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평소 얼마나 자녀와 놀이를 하거나 학습
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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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절차. Ⅳ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  
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모든 연구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2010/002-006).

연구대상1. 

이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따른 유형을   , 
살펴보고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이러한 집단의 
영향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자발적으로 설문1
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자의 수는 모. 
두 명이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명 중복으로 참여한 응답 명408 , 1 , 4 , 
결측치가 있는 응답 명을 제외하고 총 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3 400
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 < -1> .Ⅳ

표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 ·Ⅳ

 

변 인 특 성 n (%)

아동의 성별 남자 212 (53.0)
여자 188 (47.0)

아동의 출생 순위 첫째 286 (71.5)
둘째 104 (26.0)
셋째 이상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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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 외동 133 (33.3)
두 명 235 (58.8)
세 명 31 (7.8)
네 명 이상 1 (0.3)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8.5)
년제 전문대학 졸업2, 3 109 (27.3)

년제 대학교 졸업4 229 (57.3)
대학원 재학 이상 28 (7.0)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직 40 (10.0)
사무관리직 103 (25.8)
생산노동직 4 (1.0)
판매서비스 10 (2.5)
자영업 18 (4.5)
전업주부 225 (56.3)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 (7.0)
년제 전문대학 졸업2, 3 71 (17.8)

년제 대학교 졸업4 248 (62.0)
대학원 재학 이상 53 (13.3)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114 (28.5)
사무관리직 179 (44.8)
생산노동직 28 (7.0)
판매서비스 9 (2.3)
자영업 70 (17.5)

가구 소득 만 원 미만300 17 (4.3)
만 원300~399 69 (17.3)
만 원400~499 89 (22.3)
만 원500~599 111 (27.8)

만 원 이상600 11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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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년 자녀의 성별은 남아 명 여아 명 이었1 212 (53%), 188 (47%)
고 출생 순위로는 첫째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수는 두 , 71.5% . 
명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 외동인 경우가 로 그 다음으로 58.8% , 33,3%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년제 대학교 졸업이 로 가장 많았으며. 4 57.3% , 
직업의 경우 전업 주부가 로 절반을 넘었다 아버지의 학력 역시 56.3% . 4
년제 대학교 졸업이 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관리직62% , (44.85), 
전문기술직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만 (28.5%), (17.5%) . 600
원 이상 만 원 만 원 순으로 나(28.5%), 500~599 (27.8%), 400~499 (22.3%)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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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2.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 상황에 적합한 연구도구를 선정하였으며 구체  , , 
적인 측정 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1)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을 묻는 설문지는 유현숙 김태준  1 , , 
이석재 송선영 이 개발하고 김경순 이 재구성한 척도를 정다, (2004) , (2014)
희 가 초등학생 저학년에 맞게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아동학 전문(2020)
가의 검수를 받아 온라인 가정학습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원래 설문지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인데 이를 어머니가 아동을 관
찰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나는 으로 되어 있는 문장의 ‘ ’
주어를 우리 아이는 으로 수정하였고 온라인 가정학습의 상황을 반영하‘ ’ , 
기 위하여 수업 을 온라인 수업 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 ’ ‘ ’ . 19 
해 등교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 중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를 ‘ ’
부모나 형제에게 로 수정하였다‘ ’ .
총 문항으로 개의 하위 요인 학습 계획 학습 실행 을 측정한다 학  14 2 ( , ) . 

습 계획과 관련된 문항은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우고 싶‘
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배운다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 ‘
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우리 아이는 온라인 .’, ‘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모나 형제에게 물어보아 꼭 배운다 등.’ 
이 있으며 학습 실행과 관련된 문항은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할 , ‘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참여한다 우리 아이는 온.’, ‘
라인 수업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우리 아이는 온라인 .’, ‘
수업에서 자신이 할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 . 
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점까지 식 평‘ ’ 1 ‘ ’ 5 Likert
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의 점수는 하위 요인을 합산한 평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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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였으며 번 문항은 역 채점을 실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2 .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 
문항번호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2> .Ⅳ

표 자기주도학습 척도의 하위요인< -2> Ⅳ

역 채점 문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기 위해 김기현 강희경 이 한국의 사  , (1997)
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개발한 
문항 중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하위 요인을 제외하였다 최성자‘ ’ . 

가 남은 하위 요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2019) ‘ ,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중 취업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 
시대에 맞게 일부 문항의 어휘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일상적 . ‘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도래한 이후의 ’ 19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들을 코로나 이후 해졌다 와 같은 ‘ ’–
서술로 변경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임이 거의 없어진 , 19 
상황임을 고려하여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가 않다.’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응답 대상이 초등학교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
임을 고려하여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이라는 내용을 아이가 도움을 ‘ ’ ‘
요청하면 으로 변경하였다’ .

하위 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학습 계획 1, 3, 5, 7, 9, 11, 13 7 .84

학습 실행 2*, 4, 6, 8, 10, 12, 14 7 .84

자기주도학습 전체 14 .91



- 29 -

총 문항으로 개 하위 요인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부  21 2 ( , 
모 역할 부담감 을 측정한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 . 
된 문항은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보는 것 때.’, ‘
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 ‘
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와 같은 내용이며.’ , 
부모 역할 부담감 하위 영역과 관련된 문항은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가 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아이가 정서적.’, ‘ .’, ‘
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와 같은 내용이 .’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점까지 ‘ ’ 1 ‘ ’ 5

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고 모든 문항의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Likert ,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로나 상황에서의 . (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부담감 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 ) .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3> .Ⅳ

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3> Ⅳ

하위 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1, 2, 4, 7, 9, 12, 14, 16, 
18, 20 10 .86

부모 역할 부담감 3, 5, 6, 8, 10, 11, 13, 15, 
17, 19, 21 11 .90

양육스트레스 전체 2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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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3) 

아동의 온라인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은 이정실  
의 부모의 학습관여의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존중과 사(2011) ‘ ’, ‘

랑 학업성과압력 척도와 권재기 의 교육적 기대 하위 요인 중 ’, ‘ ’ (2001)
가정학습활동 을 사용한 전은옥 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 (2017) , 
였다 특히 가정학습활동 하위 요인에 가 개발. ‘ ’ Nikken & Jansz (2014)
한 부모의 인터넷 사용지도 척도를 김은지 가 유아와 스마트미디‘ ’ (2017)
어에 맞게 수정 번안한 것을 추가하였고 이후 일부 문항에 온라인 학습· , ‘
을 위해 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항목으로 변경하였’ ‘ ’ 
다 이 때 부모의 인터넷 사용지도 척도는 적극적지도 공동사용 이용 . , ‘ ’ ‘ , , 
제한 선택적 제한 감독 가지 하위 요인으로 총 문항이었나 적극적 , , ’ 5 20 , ‘
지도 감독 하위 요인 중 연구자가 판단하여 학습 관련이 아닌 세부적인 , ’ 
상황 동요 듣기 앱 탐색 등 에 관한 문항들은 제외하고 문항만을 선택( , ) 6
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그 하위 요인의 명칭을 가정학습활동 에서 온라. ‘ ’ ‘
인 가정학습활동 지원 으로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내용 중 공부 라고 되’ , ‘ ’
어 있는 부분을 온라인 학습 으로 수정하였으며 세부 내용 중 나는 아‘ ’ , ‘
이의 공부를 위해 책을 많이 사준다 문항은 학습 지원 행동으로 보기 .’ 
어려운 이유로 삭제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스스로 정도를 에서 까지로 . 1 5
판단하여 답변하도록 원래 척도에서 사용된 자주 무척 많이 잘 과 같‘ , , , ’
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은 총 문항 개 하위 요인 학업에 대한 조언  36 , 4 (

과 정보 제공 존중과 사랑 온라인 가정학습 활동 지원 학업 성과 압력, ,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나. ‘
는 공부목표와 성과를 아이와 함께 검토하며 더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아이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 ‘
도와주려고 애쓴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납득이 가도.’, ‘
록 설명해 준다 등이 있으며 존중과 사랑과 관련된 내용은 나는 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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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
는 말과 행동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나는 강요하기 보.’, ‘
다는 아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이 있다 온라인 가.’ . 
정학습 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나는 아이가 온라인 학습할 수 있는 ‘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에게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 ‘
읽기 쓰기 셈하기 시범을 보여준다 자녀가 온라인 학습을 위해 스마, , .’, ‘
트미디어를 이용할 때 이용 콘텐츠 및 시간 등을 감독한다 등이 있으.’ 
며 학업 성과 압력과 관련된 문항은 나는 아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 ‘
길 것을 강조 한다 나는 아이의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
고 높은 점수만을 기대한다 나는 아이가 최선을 다해도 다른 아이들보.’, ‘
다 잘하지 않으면 실망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 . ‘ ’
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점까지 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1 ‘ ’ 5 Likert . 
관여행동의 점수는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에 관한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학업에 대한 조언과 (
정보 제공 존중과 사랑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지원 학업 성과 압력 이 , , , )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 표 < -4>Ⅳ
에 제시되어 있다.

표 학습관여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4> Ⅳ

하위 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 1, 7, 9, 15, 20, 24, 30, 34 8 .86

존중과 사랑 2, 6, 12, 16, 25, 29, 33 7 .85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지원

3, 5, 8, 10. 13, 17, 19. 21. 
26, 28. 32. 36 12 .90

학업 성과 압력 4, 11, 14, 18, 22, 23, 27, 
31, 35 9 .88

학습관여행동 전체 3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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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의 의사소통4)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도구는 에서 제시하고 있  NAEYC(1998)
는 교사와 가족 간의 관계를 점검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장지원

이 작성한 어머니 교사 의사소통 평정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2005) ‘ - ’ , 
용하였다 원래는 유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이기에 초등학교 학년. 1
에 적합하게 등원 을 등교 로 유아 를 자녀 로 일부 수정 하였다 또한 ‘ ’ ‘ ’ , ‘ ’ ‘ ’ . 
초등학교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인 ‘자녀의 등 하원 시 교사와 부모는 자·
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년 .’, ‘1
과정을 수료한 후 계속 진급할 것인지 혹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것인, 
지에 대해 교사는 부모와 함께 의사소통을 한다 와 같은 내용은 삭제하.’
였으며 온라인 가정학습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는 온라인 학습 , ‘
및 과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준다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 
하였다. 
문항은 모두 문항이며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 자녀를 위해 가장 우  8 , ‘ , 

선시 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교육, 
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 ‘
들의 정보를 부모에게 나 전화 등으로 반드시 알려준다SNS e-mail, .’, 
교사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최상의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 ‘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의사소통 하며 협력한다 와 같은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부터 매우 그렇 ‘ ’ 1 ‘
다 의 점까지 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고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 5 Likert ,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5> .Ⅳ

표 교사와의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 -5> Ⅳ

문항 문항 수 신뢰도
1, 2, 3, 4, 5, 6, 7, 8 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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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참여5)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는 도구는 홍성례 의 남편의 가족역  (1995)
할수행을 측정하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하여 아버지‘
의 양육참여 로 명명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원래 홍성례 의 척도는 ’ . (1995)
배우자 역할 부모역할 친족역할 가사 분담자 역할 가계경제관리 ‘ ’, ‘ ’, ‘ ’, ‘ ’, ‘
역할 부양자 역할 대외자 역할 의 개 영역에 대한 총 개의 문항’, ‘ ’, ‘ ’ 7 33
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부모역할 을 측정하는 ‘ ’
문항 중 유아기에 적합한 문항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이 6 4 . 
초등학교 학년임을 고려하여 부모역할 중 삭제되었던 문항을 다시 추1 ‘ ’ 2
가하였다 남편은 아이의 온라인 학습이나 숙제를 도와준다 남편은 아이( , 
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식 날을 잊지 않고 참가한다 또한 대상 자녀가 , ).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습관이나 부분을 학습 습관이나 로 음식이나 ‘ ’ ‘ ’ , ‘
우유를 을 음식을 으로 수정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 ‘ ’ , 19 
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공부 를 온라인 학습‘ ’ ‘ ’
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은 총 문항이며 남편은 아이의 학습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  6 , ‘

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 ’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부터 . ‘ ’ 1
매우 그렇다 의 점까지 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 ’ 5 Likert . 
육참여 점수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 
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6> .Ⅳ

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신뢰도< -6> Ⅳ

문항 문항 수 신뢰도

1, 2, 3, 4, 5, 6 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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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질6)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기질을  . 
측정하는 도구는 와 의 아동용 Buss Plomin(1984) EAS(emotionality, 

척도를 노명실 이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다activity, sociability) (2017) . 
문항은 총 문항 개 하위 요인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으로 구성되어 20 , 3 ( , , )
있다 정서성과 관련된 내용은 . ‘다소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기분이 상.’, ‘
할 때 격한 반응을 보인다 가 있으며 활동성과 관련된 내용은 집에 오.’ , ‘
자마자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에너지가 넘친다 가 있다 사회성과 관련.’, ‘ .’ . 
된 내용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 .’, ‘
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가 있다.’ . 점수는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1 ‘ ’ 5
점 매우 그렇다 까지 부여하며 번 문항은 역 채점을 ‘ ’ , 7, 10, 11, 17, 18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 자극에 의하여 빨. 
리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 정서가 높고 정서성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 ), 
는 것을 좋아하며 활동성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잘 어( ), 
울리는 것 사회성 을 의미한다( ) .

표 아동의 기질 척도의 하위요인< -7> Ⅳ

역 채점 문항* 

하위 요인 문항 문항 수 신뢰도

정서성 1, 2, 3, 4, 5 5 .81

활동성 6, 7*, 8, 9, 10* 5 .74

사회성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78

아동의 기질 전체 2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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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1
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구, 
를 코로나 상황 중 온라인 가정 학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였19 
다 수정한 문항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서는 아동학 전문가 인의 검토를 . 3
받았으며 코로나 현실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연구 설계인지 알아보, 19 
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일. 2020 9 1 4
까지 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20 , 
가 되지 않는 문항 혹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항이 있는지에 대
해 보고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 . IRB 
승인이 나온 이후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명의 어머니를 , 2020 10 21 23 408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중복 응답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 , 400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4.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 을 사용하여 분석 SPSS 25.0 Mplus 8.0
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계수를 산. , 
출하고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 , 
균과 표준편차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 . ,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Pearson . 
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 , 
하였다 넷째 도출된 잠재 계층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 ,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ANOVA . , 
잠재 계층의 영향 요인(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을 분석하
기 위해 통제변수 아동의 기질( , 소득 수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 , 
수 등 를 투입하여 )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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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해석. Ⅴ

이 장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  1
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 , 1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 후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별 결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측. , 
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아동의 자기주도학, , 
습 아버지의 양육참여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통제변수로서 아동 기질의 , ,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알아본 결과는 표 . <

에 제시되어 있다-1> .Ⅴ
모든 변수들은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5 , 모든 경우에 왜도는 

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값으로 나타나 정규성 -.68~.17 , -.62~1.63
가정을 만족시켰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 
스트레스 문항의 평균 점수는 3.83(SD 이고 부모 부담감 스트레= .71) , 
스의 평균 점수는 3.56(SD 로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 .79)
평균값이 부모 부담감 스트레스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 
학습관여행동은 존중과 사랑의 평균 점수가 3.99(SD 로 가장 높았 = .58)
으며 학업 성과 압력의 평균 점수가 , 3.02(SD 로 가장 낮게 나타= .78)
났다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자녀의 학업에 . 
압박을 가하는 것 보다 애정을 가지고 존중 지지하는 형태의 학습관여행, 
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주도학습의 평균 점수는 . 
3.30(SD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평균 점수는 = .72), 3.21(SD 아= .90), 
버지의 양육참여의 평균 점수는 3.57(SD 로 나타나 세 변인 모두 = .86) , 
보통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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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양상< -1> Ⅴ

평균
표준편차( ) 중위값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양육 
스트레스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83 (.71) 3.90 1.20 5.00 -.60 .37

부모 역할
부담감

3.56 (.79) 3.64 1.00 5.00 -.41 -.00

학습관여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 

3.75 (.61) 3.75 1.38 5.00 -.27 .49

존중과 사랑 3.99 (.58) 4.00 2.00 5.00 -.18 -.33

온라인 가정학습 
활동 지원

3.81 (.64) 3.83 1.17 5.00 -.68 1.63

학업 성과 압력 3.02 (.78) 3.00 1.33 5.00 .17 -.40

자기주도학습 3.30 (.72) 3.36 1.14 5.00 -.40 .41

교사와의 의사소통 3.21 (.90) 3.25 1.00 5.00 -.27 -.40

아버지의 양육참여 3.57 (.86) 3.67 1.00 5.00 -.44 -.20

아동 기질 정서성 2.94 (.86) 3.00 1.00 5.00 .01 -.42

활동성 3.73 (.70) 3.80 1.80 5.00 -.08 -.62

사회성 3.53 (.58) 3.50 1.70 4.90 -.05 -.19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아동의 자기  , , 
주도학습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동의 기질 간의 상, , ,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 -2> . , Ⅴ
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 부담감 스트레스(r = .75, p 학습관< .001), 
여 중 학업 성과 압력(r = .35, p 아동의 기질 중 감정 기복을  < .001), 
나타내는 정서성(r = .19, p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 .001)
보였으며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r = -.23, p 아버지의 양육참여 < .001), 
(r = -.16, p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코로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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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 부담감 스트레스도 높, 
았으며 높은 학업 성과 압력을 보였고 자녀의 감정 기복이 심할 경향성, 
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주도학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낮게 나타. , 
나는 경향이 보였다. 
어머니의 부모 역할 부담감 스트레스는 학습관여행동 중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r = -.14, p 존중과 사랑< .01), (r = -.29, p < .001),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지원(r = -.12, p 및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05) (r 
= -..27, p 교사와의 의사소통< .001), (r = -.16, p 아버지의 양< .01), 
육참여(r = -.19, p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 .001), (r = -.14, p < .01), 
사회성(r = -.19, p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001)
었고 학습관여 중 학업 성과 압력, (r = .53, p 아동의 기질 중 < .001), 
감정 기복을 나타내는 정서성(r = .34, p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001) . 
즉 어머니의 부모 역할 부담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습관여행동 중 , , 
자녀에게 부담을 가하는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하고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아동의 자기주도학습과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 , 
육참여 역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코로나로 인한 일상  

적 스트레스(r = -.23, p 부모 역할 부담감< .001), (r = -.27, p <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001), (r = -.14, p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01)

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학습관여행동 중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 
공(r = .52, p 존중과 사랑< .001), (r = .44, p 온라인 가정학< .001), 
습활동 지원(r = .49, p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 .001) (r = .46, p < 

아버지의 양육참여.001), (r = .47, p 아동의 기질 중 사회성< .001), (r 
= .24, p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고 < .001) . , 
애정적인 학습관여행동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아버, 
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질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 
회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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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1. 1

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유형 연구문제 , ( 1)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자   ,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 
순차적으로 개 집단부터 개 집단까지 계층의 수를 증가시켜 모형을 검2 5
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함에 있어서 적용한 . 
통계적 기준은 정보 지수 분류의 질 분류비율 모형 비교 검증이다 정, , , . 
보 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chwarz, 1978), aBIC (adjusted 
BIC; Sclove,1987)를 사용하였는데 그 값의 크기가 작을수록 모형 적합, 
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값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Entropy , 0
에서 사이의 값 중 1 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하며 1 이상.8 
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모형 비교 검증Muthén, 2004). 
은 잠재계층 수의 증가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를 사용하였다 두 검증은 잠재계층모형을 잠재계) . 
층의 수가 개일 때와 이보다 하나 적은 개일 때를 k k-1 p값의 유의도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으로, p값이 유의하면 개의 잠재계층모형이 개의 k k-1
잠재계층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마(Lo, Mendell & Rubin, 2001). 
지막으로 각 잠재계층의 비율을 고려하였는데 전체 표본 대비 모든 계층, 
의 최소 비율이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5% (Jung, 
Wickram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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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잠재 집단의 수 결정 요소< -3> Ⅴ

  표 을 통해 확인할 때< -3> , Ⅴ 정보 지수의 경우 유형의 수가 많아질수
록 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였다 잠재계층의 분류의 질을 AIC, BIC, aBIC . 
나타내는 의 경우 집단 개부터 이상의 값을 나타내며 개와 Entropy 4 .8 , 4
개의 차이는 거의 없게 나타났다 모형 비교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5 . 

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BLRT (p 는 계 < .001), LMR-LRT
층이 개인 경우에만 계층이 개인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4 3
나타났다(p 마지막으로 집단 내 분류율을 고려한 결과 모든 모형 < .05). 
에서 모든 계층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을 5% . 
포함하여 계층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 
습관여의 유형은 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4 .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의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학습관여 유형은   4 표 <
와-4>Ⅴ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전체의 를 차지하는 집단 . 16% (N = 

으로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점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반면 학64) 2.4~3.1 , 
습관여는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하고는 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4 . 
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낮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학습관여19 
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판단하여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 

분류 기준 잠재 집단의 수
2 3 4 5

정보
지수

AIC 4656.552 4424.353 4239.204 4148.563
BIC 4732.389 4528.131 4370.922 4308.221
aBIC 4672.101 4445.632 4266.211 4181.299

분류의 
질 Entropy .712 .775 .828 .829

분류율
(%)

1 40.500 45.254 16.000 8.000
2 59.500 17.747 7.750 47.500
3 36.998 25.500 9.750
4 50.750 17.750
5 17.000

모형 비교 검증 계층1 
계층 vs 2

계층2
계층 vs 3

계층3
계층 vs 4

계층4
계층 vs 5

LMR-LRT p value .529 .068 .032 .085
BLRT  p value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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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는 집단25.5% (N 으로 양육스트레스와 학업 성과 압력을  = 102) , 
제외한 학습관여 하위요인 모두 전반적으로 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4 , 
학업 성과 압력도 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3.6 . 
서도 학습관여를 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으로 판단하여 노력형으로 명명하
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중 . 50.75%(N 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 = 203) , 
트레스는 안정형에 비하여 높기는 하나 점 중반으로 유지하고 있고 학3 , 
습관여도 점 중반대로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통형으로 명명하였3
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의 . 7.75%(N 에 해당하는데 스트레스가  = 31) 4.4
점 이상으로 대체로 높았고 다른 집단들과 달리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 
중 부모역할 부담감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더 높았다 학습관여. 
의 경우 점 중반에서 점 초반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스트레스 2 3 .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무
기력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 하위 문항의 점수는 . 표 < -4>Ⅴ 와 같
고 분류된 형태는 , 그림 < -1>Ⅴ 과 같다. 

표 결정된 잠재 집단의 유형< -4> Ⅴ

집단 구분
안정형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

명 비율n ( %) 64
(16.0)

102
(25.5)

203
(50.75)

31
(7.75)

평균 
점수
표준(
오차)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072
(.234)

4.300
(.125)

3.701
(.081)

4.419
(.071)

부모 역할 부담감 2.417
(.163)

4.070
(.154)

3.482
(.140)

4.439
(.087)

조언 
및 정보제공

4.222
(.153)

4.238
(.181)

3.513
(.068)

2.786
(.055)

존중과 사랑 4.578
(.106)

4.333
(.101)

3.780
(.059)

3.113
(.070)

온라인 가정학습
활동 지원

4.268
(.137)

4.306
(.187)

3.590
(.065)

2.751
(.064)

학업 성과압력 2.293
(.099)

3.618
(.124)

2.914
(.191)

3.13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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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정된 잠재 집단의 유형< -1> Ⅴ

결정된 잠재 집단의 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요인의 특징은   · 표 와 < -5>Ⅴ
같다 안정형 노력형 보통형은 가구소득의 경우 만 원 이상이 . , , 300 96% 
이상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이상으, 90% 
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외동이 이상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취. 30% , 
업 상태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이상이었다 반면 무기력형의 경우 54% . , 
가구소득 만 원 이상의 비율이 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게 나300 87.1%
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가 아버지 학력이 , 83.9%, 
초대졸 이상인 경우가 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자녀74.2% . 
의 수가 외동인 경우 역시 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았으며 어머19.4% , 
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밖에 되지 않아 다른 유형에 비하여 취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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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무기력형의 사회. 인구·
학적 특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소득의 수준과 부모 학력 수준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으며 어머니가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잠재계층 유형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5> ·Ⅴ

영향 요인
안정형

(%)
노력형

(%)
보통형

(%)
무기력형

(%)

가구
소득

만 원 이상300
62

(96.9)
99

(97.1)
195

(96.1)
27

(87.1)

만 원 미만300
2

(3.1)
3

(2.9)
8

(3.9)
4

(12.9)

모
학력

고졸 이하
4

(6.3)
8

(7.8)
17

(8.4)
5

(16.1)

초대졸 이상 60
(93.8)

94
(92.2)

186
(91.6)

26
(83.9)

부
학력

고졸 이하 4
(6.3)

1
(1.0)

15
(7.4)

8
(25.8)

초대졸 이상 60
(93.8)

101
(99.0)

188
(92.6)

23
(74.2)

자녀
수

외동 23
(35.9)

40
(39.2)

64
(31.5)

6
(19.4)

두 명 이상 41
(64.1)

62
(60.8)

139
(68.5)

25
(80.6)

모의
취업

전업 주부 35
(54.7)

56
(54.9)

122
(60.1)

12
(38.7)

취업 중 29
(45.3)

46
(45.1)

81
(39.9)

19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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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유1 , 

형별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연구문제 (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에 대한 잠재계층유형에 따라 아동  
의 자기주도학습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연구 모형. ,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2.749, p 안전형에서 자기주 < .001), 
도학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기력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력형, . 
과 보통형의 경우 평균값은 노력형이 보통형보다 높았으나  Scheffé 사
후검증 결과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한 애정적  

인 학습관여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게 나타남을 의
미한다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학습관여행동이 낮은 경. , 
우는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높더라도 학습관여행동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여행동
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 
어머니가 자녀에게 충분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 방식을 지지하
는 경우 아동이 수월하게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김소(
윤 최성우, , 2015; 김연수 외 노대근, 2008; , 2014)가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표 잠재계층 유형 간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6> Ⅴ

***p < .001

집단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

사후검증결과F( )

자기주도학습

안정형a 3.81 (.69)

42.749***

(a>b,c>d)

노력형b 3.43 (.59)

보통형c 3.23 (.61)

무기력형d 2.3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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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유1 , 

형의 영향 요인 연구문제 ( 3)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아동 기질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네 개의 잠재계  ·
층유형에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예측요인 모두를 투입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 Nagelkerke R2값은 로 로그 0.332 , -2

우도값은 804.118( = 143.153, p 로 나타났다< .001) .

표 잠재계층 유형 안정형 의 영향 요인< -7>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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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형
준거집단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

계수표준오차( ) Exp(B) 계수표준오차( ) Exp(B) 계수표준오차( ) Exp(B)

절편 -1.24 (1.92) -6.36 (1.75) -9.52 (2.78)

교사와의
의사소통 .43 (.21)* 1.54 .79 (.19)*** 2.21 1.42 (.32)*** 4.12

아버지의
양육참여 .32 (.24) 1.38 .67 (.22)** 1.96 1.70 (.33)*** 5.50

기질 1
정서성- -1.10 (.22)*** .33 -.63 (.20)** 0.53 -1.17 (.32)*** .31

기질 2
활동성- .33 (.33) 1.40 .17 (.30) 1.19 .54 (.48) 1.72

기질 3
사회성- .13 (.40) 1.14 .42 (.37) 1.52 .89 (.61) 2.43

가구 소득 -.17 (.16) .84 -.05 (.15) 0.95 -.17 (.24) .85

자녀 수 .13 (.29) 1.13 -.11 (.27) 0.89 -.78 (.44) .46

모의 근로
전업( =1) .02 (.37) 1.02 .05 (.34) 1.05 1.13 (.55)* 3.10

주: Nagelkerke R2 로그우도값= 0.332, -2 =804.118 ( = 143.15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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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에서 제시되었듯이< -7> ,Ⅴ 노력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가능 
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고 안정형에 , 
속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영향 요인은 아동의 정서성으로 나타났다 즉. ,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했으며54% ,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아 감정기복이 심할수록 안정형이 될 확률이 

감소하였다67% .
보통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  

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였고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안, , 
정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 , 

증가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보통형에 비하여 안정121% , 
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보96% . , 
통형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47% .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을 촉진하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전업주부 여부였고 마, , , 
찬가지로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 
무기력형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
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312%,  450%, 
록 높았으며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210% , 70% .  

표 잠재계층 유형 노력형 보통형 의 영향 요인< -8> ( , )Ⅴ

노력형 보통형
준거집단 보통형 무기력형 무기력형

계수표준오차( ) Exp(B) 계수표준오차( ) Exp(B) 계수표준오차( ) Exp(B)

절편 -5.12 (1.38) -8.28 (2.52) -3.16 (2.31)

교사와의
의사소통 .36 (.16)* 1.44 .98 (.29)*** 2.68 .62 (.27)* 1.86

아버지의
양육참여 .35 (.16)* 1.42 1.38 (.29)*** 3.99 1.03 (.2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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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p < .001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지만 학습관여도 높아 노력하는 유형인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을 보통형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 표 에 정리하였< -8>Ⅴ 다 그 . 
결과 보통형과 비교하여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동의 정서성이었다 보통형이 노, , . 
력형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의사소
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각각 의 확률로 학습관여를 , 42%, 44%
중시하는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이 한 단계 . , 
증가할수록 노력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까다로59% , 
운 기질로 인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전업주부 여부였고 자, , , 
녀의 수가 많을수록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 ,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의사소통은 한 단계 증
가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의 확률로 어머니가 학습관여168%, 299%
를 하는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노력. 
형에 속할 확률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증가하였고 자녀203% , 

기질 1
정서성- .47 (.16)** 1.59 -.08 (.29) .93 -.54 (.27)* .58

기질 2
활동성- -.16 (.23) .85 .21 (.43) 1.23 .37 (.40) 1.45

기질 3
사회성- .29 (.29) 1.34 .76 (.56) 2.13 .47 (.52) 1.60

가구 소득 .12 (.12) 1.13 .01 (.22) 1.01 -.11 (.20) .90

자녀 수 -.24 (.22) .79 -.91 (.41)* .40 -.67 (.38) .51

모의 근로
전업( =1) .03 (.27) 1.03 1.11 (.51)* 3.03 1.08 (.47)* 2.95

주: Nagelkerke R2 로그우도값= 0.332, -2 =804.118 ( = 143.15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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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한 명 많아질수록 감소하였다60% .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전업주부 여부였고 아, , , 
동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즉. ,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86%, 

의 확률로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181% ,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나 높았다 반면 아동의 정서성이 195% . , 
높은 경우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보통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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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Ⅵ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공동체와 규칙이 강조되는 학  1
교생활에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습 역량이다. 

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에도 불구하2020 19 
고 거의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기 어
렵게 된 반면 가정에서 수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에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1
발달을 위한 조력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어머니 역시 코로. 
나 로 인해 물리적 심리적 제약을 받는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19 , 
와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이 어떠한지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 
차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 
학습관여행동 유형에 있어서 외부 자원으로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함의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자녀  1

를 둔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400 ,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 ,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은 안정형 노력형 보통형 무기, , , , 
력형의 네 개로 구분된다 안정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경쟁이나 . ,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한 조언 존중 지원의 의, , 
미의 학습관여행동은 높았다 반대로 무기력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 
았고 자녀의 학습에 애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학업 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는 학습관여행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였다 이는 양. 
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김미숙 문혁준 김현미 도현, , 2005; , 
심, 2004;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 , 2007; Suchman & Lutha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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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 모두 안정형과 무기력형의 중간의 점
수를 보이는 보통형이 있었고 역설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지만 학습관, 
여행동 역시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최선
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형이 있었다 노력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 , 
트레스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원 부부 간 협력 양육 기술 능숙, , 
도 인지 전략 등에 따라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 
것을 뒷받침한다(Abidin, 1992). 다만 노력형 어머니의 경우 높은 양육 , , 
스트레스에 더해서 학습관여행동이라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어
머니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어머니들에 대한 .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잠재계층 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 특징을 알아본 결과 특히 , 무기력형에 

속한 어머니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 저학력의 비율이 ,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 
아지고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손세희 한창근 부모의 교, ( , , 2016), 
육 기대와 교육에 관한 대화를 하는 등의 교육적인 관여를 낮춘다 김광(
혁 차유림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 , 2007) . 
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들과 놀잇감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책을 읽어
주는 등 자녀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연구 결과( 와 Marsiglio, 1991)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 , 1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은 안정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기력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 아, . 1
동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어머니의 .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며 정부 학교 차원에서 가, , 
정에 어떻게 학습을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 , 
학습관여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노력형의 경우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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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기력형에 비하여 아동이 높은 자기주도학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 과. 
정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관여행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따라서 .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경우에도 자녀의 학업 과정에 관심을 가
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또한 가. 
정환경이 저소득 저학력인 비율이 높은 무기력형의 경우 아동의 자기주, 
도학습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 19 
인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
는 사회적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이상구 온라인 비대면 수업 참( , 2020). 
여에 있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따른 잠재계층유형에 대  , , 

해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 요인이 되는 바 교사 , , 
및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먼저 노력형 보통형 무기. , , 
력형과 비교하여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와 어머니가 활발하게 의사소통. 
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은 유형에 속하게 되, 
어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둘 다 .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노력형과 무기력형을 비교하여도 어머니가 , 
교사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학습에 관
여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사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일종의 .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역할하게 되어 어머니는 교사와 자녀와 관계된 이, 
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자녀를 더 효과적으
로 교육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미자 문혁준 는 점을 의미한( , , 2008)
다 이 연구의 대상이 학교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년이며 코로. 1
나 상황으로 인해 등교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19 , 
어머니와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사는 어머니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어머니가 부모로서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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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능력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효능감을 가지고 아동의 학습에 관여하
고 일관된 훈육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다 보통형 무기력형과   . , 

비교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유형인 노력형과 무기력형을 비교하였을 때
에도 아버지가 높은 양육참여를 보이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학습관여행
동을 보일 노력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 . 
역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학습관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노성향 손수민( , 2014; , 2012; 
손영빈 윤기영 이정순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 , 2011; , 2003). 
기 위한 부모 교육과 같은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아버지의 양육참
여를 장려하는 분위기 정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만 양육스트레스가 . 
높으면서 적극적인 학습관여행동을 보이는 노력형과 안정형의 비교에서
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만으로, 
는 노력형 어머니가 보이는 스트레스가 감소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
가 많거나 부부 공동의 양육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이외의 코로나로 ,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지만 학습관여행동을 . 
보이고자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협력 외에
도 이웃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 , 
보여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따른   , ,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정은화 김지영 이현아 이강이, , , , 2020; 
최은아, 2018; Suchman & Luthar, 2001 에 근거하여 통제 변인으로 )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 . 
아동의 기질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의 정서성이 높아 정서가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수록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 , 
속할 확률이 낮았다 또한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어머니가 전업모일수록 .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노력형과 무기력형을 비교한 결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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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학습관여행동
을 보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들 통제변인을 추. 
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년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19 2020

을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 
고 각 유형별로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온라인 학습상황에서의 자기주, 1
도학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 
에 따른 유형에서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학년 자녀의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1
어머니 역할을 위한 지원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 
같은 일부 제한점도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어머니가   , 

응답한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을 비롯하여 아. , , 
동의 자기주도학습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모든 , , 
응답이 어머니가 지각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 개인의 편
향이 포함될 수도 있는 등의 자기 보고식 설문의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
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대면수. 
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
하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제한점으로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한 시점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횡단 연구로 설계  , 

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 
습관여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행동이 아동에게 . ,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Abidin, 1992; Belsky, 1984; Suchman & 
Luthar, 2001)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수행하고 해석하였지만 오. 
히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낮아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인과관. 
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로 설계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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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여행동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
첫째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아동이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 19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
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 로 인한 상황과 맥락을 . 19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대면 온라인 , 
수업에서의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의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에 있어서 학령기 초입인 초등학교 학년   , 1

연령에 주목하였다 이제까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초등학. 
교 고학년 이후부터 청소년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높은 연령에 초점이 , 
맞추어져 있었다 김순희 김연수 외 이재신 정주영( , 2012; , 2008; , 2009; , 

이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발달시켜 2017). 
나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임 유현숙 외 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학년 ( , 2002) 1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동들. 2020
은 이전에는 학교의 대면학습을 통해 경험했던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을 
가정에서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경험해야하는 초유의 상황에 처
하게 되었다 전대미문의 초등학교 입학 경험을 하게 된 학년 아동의 . 1
자기주도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 요인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에 대해 살펴본 것은 시의적절한 시도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에 있어서 학습 조  , 1

력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 
여행동에 대한 유형을 밝혔다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습 조. 
력자로서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였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년에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야 했2020
다 이에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 
요성에 주목하고 관련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 



- 56 -

의 유형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대한 영  

향 요인을 밝힘으로써 교사와 아버지와 같은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의 관, 
계를 규명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였다 어머니를 둘러싼 양. 
육 환경에 있어서 인적 자원으로서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 
여가 어머니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코로나 팬19 
데믹 상황에서의 자녀양육과 학습 학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실천적인 , 
함의를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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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어머니용 설문지<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

연구 과제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학년 : ,   1▶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연구 책임자명 정은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 )▶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 유형에 따른 아동   1 , 
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교사와의 소통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영향 요인 검증( , )
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 년 월 . 1 (2013 1 ~ 

년 월 출생 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2013 12 ) .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어머니, 
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
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 
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 정은화. ( , 000-0000-0000)
이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다음 문항은 초등학교 학년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것입니다 문항 내용1 . 
을 보고 평소에 아이가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하시
는 대로 점 중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 해 주세요5 .

1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배운다. 

2 우리 아이는 준비물이나 숙제를 잊어버리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3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한
다.

4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주신 연습이나 숙제를 제 
시간에 맞게 한다.

5 우리 아이는 평소에 숙제를 끝내야 하는 시간을 미리 정한다.

6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
면서 참여한다.

7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해야 할 일의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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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2. 

다음 문항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 내용을 보. 
고 평소에 생각하시거나 행동하는 대로 점 중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 해 주세요5 .

1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졌다.

2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3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4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볼 때 집안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5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6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7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8 육아 정보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9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10 아이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11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12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
우가 많다. 

13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14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15 아이 때문에 예전처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16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가 집을 어지럽힌다. 
17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 

8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시간에 정신을 집중한다.
9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무엇부터 먼저 할까 스스로 정한다, .
10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11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모나 형제에게 물
어보아 꼭 배운다. 

12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자신이 할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한다.
13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본다.

14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업이 끝난 후 평상시에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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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3. 

다음 문항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학습 이란 온라인 개학을 통해 가정. ' '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문항 내용을 보고 평소에 생각하시거. 
나 행동하는 대로 점 중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 해 주세요5 .

18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1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20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현재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
우가 많다. 

21 피곤할 때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 나는 공부 방법에 대한 좋은 정보를 모아서 아이에게 전해 준다.
2 나는 아이를 칭찬한다.
3 나는 아이의 숙제나 온라인 학습을 매일 돌보아 준다.
4 나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5 자녀에게 온라인 학습 도중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 문제가 있을 때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6 나는 아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경우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

7 나는 공부목표와 성과를 아이와 함께 검토하며 더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8 나는 아이가 온라인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9 나는 아이의 공부나 진학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전해 준다.
10 자녀에게 온라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 주의점을 설명해준다.
11 나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12 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13 나는 아이가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세심하게 지도해 준다
14 나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면 화가 난다.
15 나는 아이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알려준다.

16 나는 아이와 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정을 느낀다. 

17 자녀와 함께 온라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18 나는 아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 한다.

19 나는 아이의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 준다.

20 나는 아이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도와주려고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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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의 의사소통4. 

다음 문항은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입니다 문항 내용을 보고 평소에 .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 생각하시는 대로 점 중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 해 주세요5 .

21 자녀가 온라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할 때 옆에서 잘 지켜본다.
22 나는 아이가 숙제를 다 했는지 확인하며 잔소리한다.

23 나는 아이에게 공부에 대해 말할 때 누구보다 더 잘해 라고 말한다‘ ?’ .

24 나는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
한다.

25 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26 나는 아이에게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시범을 보여, , 
준다.

27 나는 아이의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점수만을 기
대한다.

28 자녀가 온라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이용 할 때 필요한 경우에 , 
도움을 줄 수 있게 가까이에 머문다.

29 나는 아이가 어떤 일을 잘하면 아이를 자랑스러워한다.
30 나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함께 찾아준다.
31 나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것을 강조한다.
32 나는 아이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책을 읽어 준다. 
33 나는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4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준다.

35 나는 아이가 최선을 다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지 않으면 실망한다.

36 자녀가 온라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할 때 이용 콘텐츠 및 
시간 등을 감독한다. 

1 담임교사는 자녀가 학습과 발달에 대한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부모
와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의사소통을 하여 협력하고 있다.

2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 자녀를 위해 가장 우선시 하거나 중요하게 생각, 
하는 점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교육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

3 교사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부모의 경험과 조언을 미리 구한다.

4 교사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들의 정보를 부모에게 SNS
나 전화 등으로 반드시 알려준다e-mail, .

5 자녀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사회적 변화 단계를 교사는 주기적으로 알, 
려준다.

6 교사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최상의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의사소통 하며 협력한다.

7 교사와 부모는 의사소통을 한다.
8 교사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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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참여5. 

다음 문항은 아버지의 양육 행동 중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문. 
항 내용을 보고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시는 대로 점 중 해당하는 5
정도에 체크 해 주세요.

아동의 기질6. 

다음 문항은 초등학교 학년 자녀의 기질에 대한 것입니다 문항 내용을 보고 1 . 
평소에 아이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시는 대로 점 중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 해 5
주세요.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교재 교구 물품을 사다준다, , . 

2 남편은 아이의 학습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을 차려주거나 씻겨주는 등의 일을 한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5 남편은 아이의 온라인 학습이나 숙제를 도와준다.

6 남편은 아이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식 날을 잊지 않고 참가한다, . 

1 잘 우는 편이다.
2 다소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3 잘 칭얼대고 운다.
4 쉽게 화를 낸다. 
5 기분이 상할 때 격한 반응을 보인다.
6 항상 활동적이다.
7 움직일 때 대체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8 집에 오자마자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9 에너지가 넘친다.
10 활동적인 놀이보다 조용하고 비활동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11 수줍어하는 편이다.
12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3 혼자 노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14 친구를 쉽게 사귄다.
15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16 매우 사교적이다.
17 낯선 친구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8 친구와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편이다 외톨이다( .)
19 혼자 있는 상황을 외로워하며 못 견딘다.
20 낯선 친구에게 아주 친근하게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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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일반7. 

다음은 연구 참여 아동과 어머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수는 총 몇 명입니까1) ?
명  명  명  명 이상 1 2 3 4① ② ③ ④ 

본 연구에 참여한 자녀 초등학교 학년 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2) ( 1 ) ?
외동  첫째  둘째  셋째 이상  ① ② ③ ④ 
어머님의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3) ( ).
아버님의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4) ( ).
어머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5) ?
고등학교 졸업 이하 년제 전문대학 졸업 년제 대학교 졸업  2,3 4① ② ③ 
대학원 재학 이상 ④ 
아버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6) ?
고등학교 졸업 이하 년제 전문대학 졸업 년제 대학교 졸업  2,3 4① ② ③ 
대학원 재학 이상 ④ 
어머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타 경우에는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7) ? .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동직 자영업  ① ② ③ ④ ⑤ 
전업주부 기타 : ⑥ ⑦
아버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타 경우에는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8) ? .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동직 자영업  ① ② ③ ④ ⑤ 
무직 기타 : ⑥ ⑦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 세금공제 전 소득 은 어느 정도 입니까9) ( ) ?

만 원 미만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 200 200 ~ 300① ②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 300 ~ 400 400 ~ 500③ ④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 만 원 이상 500 ~ 600 600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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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es of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LPA) 

-Focusing on the online learning situation 

of 1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COVID-19

Jeong, EunHwa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1) to investigate the 
types of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s in the context of online 
non-face-to-face classes during COVID-19 pandemic; (2)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of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ccording to the types derived; (3)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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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whether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re influ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maternal types.
   The participants were 400 mothers who have 1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using IBM 
SPSS 25.0 program and Mplus 8.0 program to compute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atent 
profile analysis,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are divided into four types: stable 
(low parenting stress and high learning involvement), struggling 
(high parenting stress and high learning involvement), 
common(moderate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involvement), 
and lethargic(high parenting stress and low learning 
involvement).
   Second, depending on the type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was highest in the stable type (low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high learning involvement) and lowest in the lethargic type.
   Third, various factors, such as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paternal child-rearing involvement, have distinctive effects 
on latent layer types generated from the data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ir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The 
more active th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 more likely the mother would 
be in stable type.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are four 



- 74 -

distinct types of mothers relative to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during COVID-19 pandemic. 
Depending on the mothers’ types,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Moreover, the 
communication with the teacher and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had a large impact on the mother’s type. This 
study will prepare the ground for upcoming policies for mothers 
and children struggling in COVID-19 situations. 

keywords: self-directed learning, parenting stress,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communication with teachers,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1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ent Number: 2018-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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