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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

부터 사교육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며, 학생의 수업참여도나 학업 성

취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

입 준비 시기로 부모의 학업지원이 가장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수업참여도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반응, 투자, 노력,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수업참여의 시점은 수업 중으로 국한되지 않고 수업 전의 예습이나 수업 

후의 복습도 포함하며, 수행평가 등을 통해 교과 성적에 반영되는 등 매

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학업에 몰

두하였으며, 얼마만큼의 학업을 통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점수이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전형자

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기존에 부모의 학업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학습동기, 자아효능

감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학계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의 학업지원과 자녀의 발달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자녀의 특성이 부모의 학업지원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

모의 학업지원은 자녀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을 매개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학업지원의 경로를 

파악하려는 연구 역시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

여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고, 각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세 가지 변인 간의 구

조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경험과학적 연구는 미흡하다. 그리고 부모의 학

업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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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 세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세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  

   업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을 ‘인지적 지원’, ‘정서

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세 가지 영역으로, 수업참여도를 ‘인지

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

하여,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기존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때 두 척도 모두 각 하위영역 당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형태로 제작하였다.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8인의 서면평가

를 통해 점검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점검하였으

며, Cronbach’s alpha를 통해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S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

악하고자 2021년 9월 첫째 주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검사를 실시하고, 약 한 달이 지난 10월 첫째 주에 ‘수업참여도’ 검사

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첫째 주에 대상의 학교의 2학기 중간고

사 지필평가 성적을 통해 ‘학업성취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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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분석함으로

써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의 구조

적인 관계를 점검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

화계수는 0.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둘째,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가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단, 이때 학업성취도는 원점수가 아닌 성적의 등급 변

인을 투입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1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구조방

정식 모형에서 추정된 직접효과(부모의 학업지원→학업성취도)와 간접효과

(부모의 학업지원→수업참여도→학업성취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검

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부

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계수는 .09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

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결론적으로 전체 모형에서 부모

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수업

참여도의 매개효과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학업지원의 총 효과의 

60.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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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

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

원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부모의 지원보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 수업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는 한 고등학교 학

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주요어 :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 구조

방정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  번 : 2020-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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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이란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

록 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백순근, 2005).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근대사회 이후 혁신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를 견인해 온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근

대화 과정에서 교육은 계층의 상승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

데, 한국전쟁 이후 교육 달성을 통하여 계층 상승을 몸소 경험한 부모세

대는 교육의 중요성에 강인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는 교육열의 불씨

를 증폭시켰다(류황석, 2016). 또한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청소

년기 이후에도 부모-자녀 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어 

자녀들이 학업과 진학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조언과 기대를 중요하게 받

아들인다(권다현, 연규진, 2019). 즉,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 과제라고 인식하

며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선, 2018).

이는 결국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쟁적인 교육열과 자녀의 학업지원에 대

한 높은 열성을 설명한다. 

  Bronfenbrenner(1986)은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 목표, 경험과 일치하는 환경

하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만족한다고 주장했다. 즉, 환경과 개인 사이에 

적합성이 높을수록 인간은 보다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접

근에서는 모든 환경들간의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hip)을 중시하기 때문

에, 학생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 학교, 친구, 교외 활동 등과 

같이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생태학적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백순근, 2002). 이런 맥락에서 학업성취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가족과 부모 관련 변인은 학업성취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가족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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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

다. Kellaghan(1997)은 학생의 학업수행과 삶의 기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

는 가족 관련 변인을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나타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규모와 형제자매수 등의 가족구성, 교육적 기대와 포부등을 

나타내는 가족의 사회심리적 특성, 교육적 관여와 학업지원을 나타내는 

가족과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Colman et al.(1966)은 학업성취 

격차의 주요 원인은 학생이 속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Jencks et al.(1972)은 미국의 경우 아버지의 직

업 지위 및 소득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에는 .55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Wisconsin 모형은(Sewell, Haller & Portes, 1969; 

Haller & Portes, 1973; Sewell & Hauser,1975)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유의미한 타자들의 교육적 기대와 같은 사회 심리적 변인들이 학생의 성

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교육 기대 수

준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청

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도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

다(박영신 외, 2002). 한국 청소년의 부모지원 변화에 대한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0)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원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

로 됨에 따라 큰 변화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초등학생에서 부모

의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이 가장 높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점차 낮아 졌다. 또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도 현저하

게 감소하는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감소의 정도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보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시기에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자녀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을 매개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학업지원의 경로를 파악

하려는 연구 역시 진행되는 추세이다(이숙자, 2007). 

또한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심리,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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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학부모의 학업지원과 

자녀의 발달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자녀의 특성이 

부모의 학업지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임선아, 이지수, 2015). 

  덧붙여, 교육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업참여가 학교 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유신

복, 신이나, 2015; 2017; 유지혜, 2015),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

업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도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종아, 소경희, 2017). 선행 연구들에서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가

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다른 변

인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종렬, 2014; 김종백, 김남희, 2014; 송재홍 외, 2014; 하창순 외, 

2006). 하지만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mechanism)나 

과정(process)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수업참여가 직접

적으로 학업성취의 향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업참여가 유발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누적하여 학업성취의 향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

에(노원경, 2009; 소연희, 2011; 지은림, 양명희, 정윤선, 2011), 수업참여

로 인해 촉진되고 학업성취의 향상에 기여하는 학습이 어떠한 양태의 것

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연구 결과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

에, 급격히 변화한 현대 사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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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

  업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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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가. 부모지원

     

  사회진로인지이론(Lent et al, 1994)에 따르면, 청소년 후기부터 성인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 경험을 통해 개인 흥미, 진로관련 의지, 진로관련 

목표 형성에 기여한다.

   사회적 지원 가운데 특히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에 기여하며,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gren et al., 1993). Kandel, Ravens와 Davies(1991)는 부모에 

대한 밀접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청소년들의 우울함에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Rudd(1990)의 연구에서도 친구로부터가 아닌 부모로부터의 사회

적 지원이 우울함에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역으로 부모의 부족한 지

지와 친밀하지 못함은 우울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전하지 못

한 가정 분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믿고, 

갈등을 내재화시킴으로써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되며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나. 부모의 진로지원

  

      1) 부모의 진로지원의 의미 

 

   Roe (1956, 1957)는 유전적인 요인이 개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며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부모-자녀 관계를 강

조하였고 Bordin(1990)은 정신역동 모델을 제안하면서 어린 연령의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

다. Super(1980)는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맥락적 요인으로 가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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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Savickas(2013)는 진로구성이론을 제안하면서 자녀가 진로 정체성을 

형성할 때 부모가 초기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Watson & 

McMahon, 2017). 이러한 이론은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맥락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Watson & 

McMahon, 2017).

   또한 자녀의 진로 결정 및 학교만족도 등의 진로 관련 요인에 가정, 

또래, 학교 등의 배경적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큰 주목을 받

게 되며 사회 진로 인지 이론이 탄생하였다(Lent et al., 1994). 사회진로

인지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사람과 환경의 부산물로 본 기존의 연구와 달

리 사람과 환경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루프 관계 내에 있다

고 주장하는데, 사회진로인지이론을 주장한 Lent et al(1994)은 부모에 의

해 제공되는 환경적 지지 역시 환경에서 주어지는 요소 중 하나로써 청

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 경험을 통해 개인

의 흥미, 진로와 관련된 의지, 진로와 관련된 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모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비롯한 배경 

변인보다도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Whiston, Keller, 2004) 다양한 환경적 요소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력

과 관련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때 개인 역시 주체적인 행위 

형성자 및 인지적 구성자로 자신의 진로 선택에 주체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진로인지이론의 핵심은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실제 크기

보다 환경의 영향력을 개인이 해석하는 방식이 개인의 변화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Sawitri, Creed&Zimmer-Gembeck, 2013). 

다시 말하자면 부모의 진로지원을 고려할 때 실제 부모가 제공하는 지지

나 반응 유형과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개입을 도움으로 인식하는지, 혹

은 참견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진로 발달 수준 및 정서적 상태가 

변화한다(Sawitiri, Creed & Zimmer-Gembeck, 2013). Lent 등의 주장의 연

장선 상에서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Jane L. Swanson&Mary B. 

Woitke(1997)은 진로장벽을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 발달을 저

해하는 사건이나 상태로 정의했으며 각 장벽의 특성에 따라 극복 가능성

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때 부모의 진로 반대 등은 환경에서 주어

지는 진로 저해 요인으로 일종의 진로장벽에 해당한다. 부모의 진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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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적 지원의 일종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가 

실제로 지원하는 지원 수준보다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 수준에 집

중한다는 점에서 사회 진로 인지 이론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진로지원은 부모지원에 속하는 하나

의 하위 유형으로 부모지원이란 부모와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해 얻

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뜻한다(김정애, 1994; 장수현, 유성경, 2014). 

Ryan과 Deci(2000)는 진로관련 부모의 지원을 진로와 관련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끔 자녀를 지지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라 정의했으며 이러한 진로 관련 부모의 지원이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유능하고 자율적이라고 느끼게 돕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진로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 및 직업에 있어 직업적 모델링 또는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한창훈, 조영아, 2016; Turner et al, 2003)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부모의 진로지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지지 강화를 통해 자

녀의 진로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Brown, Krane, 2000). 더불어 부모의 

진로지원은 자녀가 진로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할 때 필요한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lliman-Brissett et al, 2003). 

 

 2) 부모의 진로지원의 유형

  부모의 진로지원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정보지지, 대화지지, 정서지지, 

경제지지, 경험지지(안수민, 김희화, 2018; 이상희, 2009; 이양희, 조혜영, 

2019)로 나뉘기도 하며, 정서지지, 모델링, 도구적 조력, 언어적 조력(김

수리, 2004; Turner, 2003)으로 나뉘기도 한다.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부

모 진로지원 척도는 Turner 외가 2003년 개발했으며 김수리(2004)는 이

를 한국의 문화에 맞게 번안하였다. 이상희(2009)는 Turner 외(2003)의 

척도가 대화지지와 정서지지, 경험지지를 정서적 지지로 분류할 경우 부

모의 정서적 지지의 세부 유형을 파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은 이상희(2009)의 연구 및 김수리

(2004)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특히 자녀의 진로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모는 정보, 정서, 대화, 경제, 경험적 지지를 통해 자녀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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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밝혀졌다(안수민, 김희화, 2018; 이상

희, 2009). 다만 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동시에 자

녀의 희망진로가 부모가 원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지지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이양희, 조혜영, 2019).

  이러한 부모의 진로지원 구성요인은 각 하위유형 별로 학생에게 상이

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화지지와 정서지지만이 청소년

의 진로의사결정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지지는 진로태

도 성숙에 정적 영향, 정보지지는 진로 태도 성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김현정, 이상민, 최보영, 2011). 김현정, 이상민, 최보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진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

모의 진로지지 유형이 상이했다. 사회진로인지이론의 맥락에서 부모의 진

로지원은 학생이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

는데 부모가 자신의 진로지원 유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무관하게 

학생이 부모지원을 간섭적 행동으로 지각할 경우 진로발달에 부적 영향

을 미쳤으며(이현주, 2010), 자녀의 자발성과 독립성, 동기유발 수준이 낮

아지고 진로정체감 혼란이 발생하였다(이광자, 2005). 

   또한, 부모의 진로지원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도 학생에

게 다른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이상희(2009)에 따르면 가족 중심적이고 관

계적 맥락이 강조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설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부모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Sawatri, Creed, Zemmer-Gembeck(2014) 역

시 집단주의 사회에서 내집단의 대표인 부모의 평가는 자녀의 자존감과 

진로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Oettingen, Zosul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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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선행연구에서 재시한 부모의 진로지원의 유형과 설명

  

연구 부모의 진로지원의 유형 설명 

안수민, 

김희화

(2018)

정보지지

개인이 진로 및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제공하여 주는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에 관한 지지

대화지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지지 

정서지지

부모님이 개인의 진로 관련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배려해주고 개인의 진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여 주는 지지

경제지지

부모님이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업이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주는 지지

경험지지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선택을 위하여 

부모님이 자신이나 자신의 직장 

동료를 통한 진로경험을 제공하여 

주는 지지

Turner 외

(2003)

정서적 지지

청소년들의 관계 내 경험에 대하여 

교육적, 직업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지지

모델링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도구적 조력
청소년의 진로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부모의 지지

언어적 조력
청소년들의 교육적, 직업적 수행에 

대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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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모의 학업지원

      1) 부모의 학업지원의 의미 

 

 부모의 학업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제 및 성적을 확인하는 등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부모의 진로지원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Fishel과 

Ramirez(2005)는 부모의 학업지원을 자녀가 학업적 및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게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학업지원의 

개념을 구제화한 바 있다. 황여정 외(2014)는 부모의 학업지원을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부터 사교육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학업지원에 포함되는 

행동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학교활동 및 프로그램 참가, 학습을 

조장하는 환경 조성, 부모와 자녀 간 활동,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인 

규칙 제정, 적정 수준의 성과 추구, 학업 향상에 대한 격려, 학업 정보 

제공(변수용, 김경근, 2006; 임은미, 1998)이 포함된다. 임은미(1998)가 말한 

부모의 학업지원 행동은 Deci(1995)의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임은미는 

Deci가 부모의 학업지원 행동을 민주적인 규칙 제공, 공부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학업적 성장에 대한 칭찬 및 격려, 학업과정 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검토를 제안한 것에 학업정보제공을 추가한 바 있다. Kohl 

외(2007)는 부모의 학업지원이 교사와의 접촉, 교사와의 관계, 학교활동 

참가, 학업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가정이 제공하는 교육적 지원, 

부모의 학교 인정 정도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부모가 학교 및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학업지원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학업지원 

개념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모두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의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지원을 포함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부모의 학업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학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학부모의 학업지원과 자녀의 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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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자녀의 특성이 부모의 학업지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임선아, 이지수, 2015). 

2) 부모의 학업지원 유형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업지원은 크게 지원 형태 유형성에 따

라, 그리고 지원하는 영역에 따라 분류된다. 이들 각각을 자세히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유형지원과 무형지원에 따른 분류

 부모의 학업지원 유형은 가장 먼저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의 유형에 

따라 물질적인 지원과 시간적인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돈과 시간으로 

부모의 학업지원 유형을 정의한 학자는 Becker이다. Becker가 주장한 

부모투자이론은 가족을 하나의 공장으로 가정하여 시장논리에 적용되던 

경제학 이론을 가족에게 대입한다. 이때 가족의 역할은 식량을 

생산하고, 구성원의 건강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시간, 지식을 늘리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과 비용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투자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꾼다. 이때 부모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두 역할을 책임지게 되며, 이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이 맡은 두 역할 중 무엇에 더 치중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부모가 가정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정해져있으므로 부모는 자신의 

육체적 노력과 재생산 노력을 자신과 자녀를 위해 효율적으로 배당한다. 

Becker는 모든 가정에서 이와 같이 부모가 지닌 자원을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배분하는 과정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때 부모는 본인이 

지닌 가구의 규모와 소비 및 저축 수준, 소득과 시간 분배 방식을 

고려해 자녀에 대한 투자 수준을 결정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이유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위해서이며, 학업은 자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모의 주된 투자 대상이 된다.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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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곧 가족 전체의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학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부모의 투자 목적은 자녀의 성공에 

있기 때문에 학업에서 훌륭한 성취를 보이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투자를 

받기에 부적합하며, 따라서 투자 대비 자녀의 성취가 미비할 경우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투자를 멈춘다. Becker가 부모의 학업지원 

방식을 크게 돈과 시간으로 나눈 이유는 두 가지 자원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의 정도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Mayer, 1997; Guo&Harris, 2000; Gershoff et 

al., 2007), 소득계층과 역시 정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물질적, 시간적 지원이 소득 수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가정이 부유할지라도 그 자금 및 시간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학업성취가 증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Mayer, 1997). Coleman(1988)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Becker의 주장에 반대하며 부모의 자본이 완전하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물질적인 자원과 자녀의 학업성취를 반드시 

사회자본이 매개한다고 말해 시간과 금전적 투자가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Becker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Holod(2012)는 Becker(1981)의 분류에 기초해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매개로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자 노력했는데, 이때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 중 무엇이 유치원생 자녀의 성취도를 잘 매개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했다.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시간적 투자는 오히려 유치원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재정적 지원만이 아동의 

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② 지원 영역에 따른 분류

 Grolnick와 Slowiaczek(1994)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의 어떤 측면에 신경쓰는가에 따라 개인적 지원, 인지적 지원, 

행동적 지원을 구분하였다. 개인적 지원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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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방식이고, 인지적 지원은 자녀로 하여금 새 정보를 학습하게 

도움으로써 인지구조를 발달시키는 것이며 행동적 지원은 부모가 직접 

학교행사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숙제를 돕는 등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원 방식이다. 

먼저 개인적 지원은 자녀가 느끼는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관심이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녀가 스스로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대해 질문하거나 물어보는 등의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 이에 속하며 부모의 개인적 지원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업성취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부모의 인지적 지원은 자녀를 인지적 학습 기회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책이나 특정한 상황을 통해 자녀의 인지적 성장을 자극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자녀가 인지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던지, 자녀의 숙제를 함께 

풀이함으로써 자녀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부모의 인지적 지원이 많은 가정의 경우 자녀의 인지적 흥미와 

인지적 행동 및 자녀의 성취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학습 상황에 대한 반복적 노출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더 편하고 

익숙하게 여기며, 자신의 학교 활동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지원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거나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부모의 행동적 지원은 부모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 지원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제공하게 유발한다. 아울러 부모의 행동적 

지원은 부모로 하여금 학교의 중요성과 상황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제한다. Grolnick와 Slowiaczek은 이러한 

부모의 행동적 지원이 교사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높일 것이라 가정했으며, 실제 연구를 통해 부모가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등 외부로 보이는 행동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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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Grolnick와 Slowiaczek은 부모의 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학업지원 방식이 부모가 

교육받은 정도, 성장 배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에 대한 지원 정도가 높아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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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부모의 학업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 부모의 학업지원의 유형 설명 

Becker

(1981)

돈(유형)
자녀의 학업에 부모가 투자하는 

유형적 자산

시간(무형)
자녀의 학업에 부모가 투자하는 

무형적 자산 

Grolnick, 

Slowiaczek

(1994)

개인적 지원

자녀가 자신의 정서적, 개인적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방식

인지적 지원

자녀로 하여금 새 정보를 학습하게 

도움으로써 인지구조를 발달시키는 

것

행동적 지원

부모가 직접 학교행사게 참석하거나 

자녀의 숙제를 돕는 등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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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참여도

 가. 수업참여의 개념

 오늘날 수업참여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수업참여는 학습

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유신복, 

신이나, 2015). 추헌택과 손원숙(2011)은 학습에 대한 ‘참여’가 학습을 

유발하는 ‘동기’와 학습에 빠져드는 ‘몰입’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특히, 학습에 대한 ‘참여’와 ‘몰입’은 혼용되거

나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참여’는 비교적 폭

넓은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몰입’은 

특정한 영역에 대한 단기간 동안의 최적의 경험을 일컫는 개념으로 구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다. 

수업참여(class participation)의 개념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김태영, 2006). 선행 연구들은 수업

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수업참여를‘향상시키고자 하는 학

습, 이해, 지식이나 기술의 숙달을 위한 심리적인 투자와 노

력’(Newmann, 1992), ‘학생이 학습을 위해 소요하는 심리적인 과정,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관심, 흥미, 투자, 노력’(Marks, 2000),‘학생의 수

업 전, 중, 후 활동의 적절성 및 적극성의 정도와 수업에 대한 정의적 

유대감 및 애착의 정도’(김태영, 2006), ‘학생들이 충실하고 열정적으

로 수업에 참석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제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도’(남나라, 2012),‘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이 능동적이고 자

발적인 의지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행하는 수업 활동의 일체’(송현

정, 2012), ‘학생들이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을 위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보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반응의 

정도’(신안나, 2013)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업참여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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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적극적인 관여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이종아, 소경희, 2017). 이들을 종합하면 수업참여는 수업시간

에 이루어지는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반응, 투자, 노력,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수업참여의 시점은 수업 

중으로 국한되지 않고 수업 전의 예습이나 수업 후의 복습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수업참여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마

찰을 일으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최희철 외, 2011), 학

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기능적(dysfunctional) 행동을 유발하

며, 이로 인해 일부는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Finn, 1993; Newmann,1992; 

Mark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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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참여의 정의

 

연구 수업참여의 정의 

Newmann

(1992)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 이해, 지식이나 기술의 

숙달을 위한 심리적인 투자와 노력

Marks

(2000)

학생이 학습을 위해 소요하는 심리적인 과정,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관심, 흥미, 투자, 노력

김태영

(2006)

학생의 수업 전, 중, 후 활동의 적절성 및 적극성의 

정도와 수업에 대한 정의적 유대감 및 애착의 정도

남나라

(2012)

학생들이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석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제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도

송현정

(2012)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행하는 수업 활동의 일체

신안나

(2013)

학생들이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을 위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보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반응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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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업참여의 구성요인

 수업참여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수업

참여를 행동적, 정서적 참여의 두 개 차원으로(Skinner et al., 2008), 나

아가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참여의 세 개 차원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Fredricks et al., 2005; Jimerson et al., 2003). 차원별 정의를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는 학생이 신체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수행하

는 데에 소요되는 노력, 정서적 참여는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느끼는 기분, 그리고 인지적 참여는 학습의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을 의미한다(유신복, 신이나, 2015). 

덧붙여, 수업참여의 유형은 높은 참여형, 정서적 결핍 참여형, 평균 참여

형, 낮은 참여형, 인지적 결핍 참여형으로 나타났다(유신복, 신이나, 

2017). 한편, 수업참여의 구성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여로 구분

하는 전통적 이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Bandura(2006)는 인지

적, 정의적, 행동적 참여가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

들의 반응을 포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반면, 학습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즉 수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형(modify)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때 학생들

은 과거에 발생한 수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

에 다가오는 수업의 내용과 그 수업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학생들이 무료함을 내비치고, 주의력이 산만하

며,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교사는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

으로든 학생들에 대한 지지의 수준을 낮추고 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반응

을 보인다 (Pelletier, Séguin-Lévesque, & Legault, 2002). 이러한 맥락에

서 Reeve와 Tseng(2011)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여에 더해 ‘주체

적 참여(agentic engagement)’를 수업참여의 네 번째 구성요인으로 제

안하였다. ‘주체적 참여’는 수업의 흐름에 대한 학생의 구성적

(constructive) 기여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더욱 

흥미롭고 풍부하게 만들거나(enrich), 학습할 내용에 대한 호불호나 선택

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개인화하거나(personalize), 자신의 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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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자원이 나 도

움을 요청하는 등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Schaufeli 외(2002)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참여를 ‘충만해 있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인지적 및 정의적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교육적 

맥락에서 검토하여, 오늘날 널리 활용되는 ‘학업참여 척도

(UWES-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학업참여는 열정, 헌신, 몰두의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고, 한

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학업참여 척도’를 

타당화한 추헌택과 손원숙(2011)은 그와 같은 요인구조가 한국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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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참여의 구성요인

연구  구성요인 내용

Schaufeli et al. 

(2002)

열정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활력 

(정신적 회복력, 투자의 의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인내와 지속 등)

헌신
목표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 

중요성, 열정, 자신감, 도전

몰두 집중, 전념, 몰입, 행복감

Fredricks et al. 

(2005)

인지적 참여

실수 점검, 평상시의 예·복습, 

학업 관련 여가활동, 학업 관련 대화, 

내용 이해를 위한 자기 점검과 반복 학습, 

추가적 학습, 궁금증 해소를 위한 노력

정서적 참여 만족, 흥미, 재미, 관심, 행복

행동적 참여 교칙 준수, 주의 집중, 과제 완수

Skinner et al. 

(2008)

정의적 참여
열정, 흥미, 즐거움, 만족, 

자부심, 활력, 열의

행동적 참여

행동 개시, 노력 및 분투, 

시도 및 인내, 높은 강도, 

주의 및 집중, 몰입, 개입

Reeve와 

Tseng(2011)

인지적 참여 전략적 학습 전략 구사, 적극적 자기조절

정의적 참여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 흥미, 재미, 열정

행동적 참여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 노력, 인내

주체적 참여

선호와 의견의 표현, 질문, 

교사에게 자신의 호불호와 관심사 전달, 

수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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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scholastic achievement)란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

큼 성실하게 학업에 몰두하였으며, 얼마만큼의 학업을 통한 성과를 가지

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점수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학업

성취도의 의미를 학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점수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

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백순근, 2007). 

  교육학 용어 사전(1981)에 의하면 학업성취란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에 

의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이다. 즉,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기능의 습득 여부뿐 아니라 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 과

정 또한 학업성취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란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한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의 변화(박경숙 

외, 1981)뿐만 아니라 교과목 성적 이상의 교육적 성과로서 교육목표의 

포괄적 달성도를 의미하기도 하며(이용신,1989) 더 나아가 교육의 생산성

이라고 설명한 경우도 있다(정범모, 이성진, 1995).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신안나, 2013). 첫 번째는 광의의 관점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 모두를 학업성취도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의의 관점으로 학업성취도를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로 한정하여 살펴

보는 것이다. 먼저 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

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교육학 용어사전, 1995)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한 결과로서,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평가에 대해 가치를 따져 값을 매기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방법이나 절차 등의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 우수함과 열등함, 좋고 나쁨, 그리고 그 수준이나 정도

를 따지는 일로 보거나(백순근, 2019)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고려

하여 평가를 바라볼 때(백순근, 2002), 이러한 관점은 평가의 인지적 특

성과 정의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시험을 통해 학생이 학습한 지식이나 지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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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학생의 흥미, 학습 동기, 

자아개념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한국교육과정평

가원(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에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경우 광의의 학업성취도 개념을 채택하여 학생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과목에 대한 흥미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포

함하고 있다(박경인, 2010).

  두 번째로 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

과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 학습에 

의해 얻어진 능력,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교육

심리학 용어사전, 2000)을 의미한다. 개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협의의 학

업성취도 개념을 채택해 왔다. 왜냐하면 광의의 학업성취도는 개인 연구

자 수준에서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의 학업성취도가 학

교교육의 성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정혜섭, 

2000; 박경인, 2010). 그래서 개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학업성취도를 협의

로 제한하고, 선택형 및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

사 성적을 학업성취도의 척도로 사용했다(정혜섭, 2000; 박경인, 2010; 김

혜연, 2012; 신안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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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가.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

기가 어려웠지만, 부모의 지원 및 지지는 자녀로 하여금 학업동기 향상 

및 자기조절학습 증진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인다(신지연 외, 2016; 함

은혜 외, 2016; Marcel et al., 1992)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진로결정에 영향

(걍혜정, 2018)을 준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으며, 부모의 진로지원은 자녀

가 진로관련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결정을 내리

는데 도움을 준다는(Nota, Ferrari, Solberg&Soresi, 2007) 연구 결과가 있

었다. 이렇듯 진로관련 부모지지는 진로관련 기술 습득을 지지하고 정서

적으로 격려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스스로 유능하고 자율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제공해 유능성과 자율성을 촉진한다

(Ryan&Deci, 2000; Vallerand, 1997). 덧붙여,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강혜정, 2017). 이를 통

해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의 관계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진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Turner, 

Alliman-Brissett, Lapan, Udipi&Ergun, 2003). 또한 부모는 장기적인 진로

나 가치관 형성 등의 중요한 선택에서 영향력 있는 지지 제공(Furman, 

Buhrmester, 1992)하고 부모지지는 대학생 자녀가 적극적으로 진로탐색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서경숙, 2015; 조은복, 2017)는 연구결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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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부모의 진로지지는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향상(이경선, 2009)에 영향

을 준다. 또한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수준

이 높았다(위선희, 2013). 이를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종렬, 2014; 송재홍 외, 2014). 수업참여의 하

위 차원들 중에서는 행동적 참여와 인지적 참여가 정서적 참여에 비해 

학업성취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지혜, 2015). 

나아가 수업참여는 종단적으로도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점에 비해 고등학고 2학년 시

점에 수업참여가 향상되는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유의하

게 높아졌고, 반면 수업참여가 감소하는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유의하게 낮아졌다(유신복, 신이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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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부모의 학업지원

     

   부모의 학업지원은 자녀가 학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끔 부모가 자녀

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및 

보완해‘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를 제작하며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은 자신이 받은 부모의 

학업지원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것이다. 

   나. 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의 행동

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수정 및 보완해 ‘수업

참여도 척도’를 제작하며 수업참여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에 행

동적, 정서적,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수업참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교육과정의 전개로서 얻어진 결과로서 학생의 인지적 영

역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성적의 성적 등급으로 판단한다. 이는 학생들의 고등

학교의 정기고사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성적의 원점수는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며, 원점수의 동점자수가 매우 많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크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성적에

서 원점수는 더이상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며, 원점수보다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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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급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더 잘 드러낸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각 과목마다 1등급부터 9등

급까지로 분류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9등

급에 가까울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다. 즉 성적 등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기에 이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와 경

로계수가 음수(-)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등급 수치를 역코

딩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내신성적 등급이 9등급에 가까울수록 학업성

취도가 높은 것이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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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

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해당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수업참여도가 매개한다.

  위의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해

당 모형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설계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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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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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S시 소재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79여 명으로 선정한

다. S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열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이며, 연

구 대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S시 소재 고등학교 중에서

도 특히 부모의 학업지원 정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는 모두 학생이 지각하여 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지속적, 장기적으로 관찰해온 학생 본인이 가장 자

세하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그 수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안나, 2013; 조영민, 손원숙, 2018). 부모의 학업지원 정도, 수업참여도

를 측정한 후, 2학기 중간고사 지필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성적

을 학업성취도로 반영한다. 단 이때, 학업성취도는 2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지필고사 성적의 등급(1~9등급)을 역코딩하여 투입하

였다. 따라서 역코딩한 내신성적 등급이 9등급에 가까울수록 학업성취도

가 높은 것이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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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연구 모형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문항을 수정 및 타당화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Likert)형 

척도로 제작되었다.

  가.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

   이 연구는 부모의 학업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에 기

반해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작한다. 또한 부모의 학업지원 분류 기준은 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세 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에서 부모의 학업지원

의 정도를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질문한다. 부모의‘인지적 지원’은 개

인이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제공하여 주는 여

러 가지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지원을 뜻한다. 부모의‘정서적 지원’은 

부모님이 개인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배려해주고 개인의 학업

과 관련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여 주는 지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재정적 지원’은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업이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주는 지원을 의미한다. 부모의 진로지원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 예시는 <표Ⅵ-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

모의 진로지원에 대한 측정은 고등학생이 인식한 수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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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1>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문항 예시

   

하위 영역 문항 예시

인지적 지원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목표 설정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전략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내용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결과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신다.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
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업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 학업 문제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때라도 부모님은 나를 
격려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학업과 관련하여 나와 의견이 다를 때라도 나
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재정적 지원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에 필요한 도서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을 위한 사교육비(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를 지원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
해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원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내주실 것
이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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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점수를 반복적으로 

수집ㅠ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의 정도로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적은 정도를 뜻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

서는 검사에 포함된 개별 문항 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 일치

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값을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

하였다. 이때 신뢰도는 본검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6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역시 .67-.69의 범위로 비교적 바람직한 수준을 보였다(<표 Ⅳ

-2> 참조).

<표 Ⅳ-2>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0.68 0.67 0.69 0.66

이처럼 문항의 전체 신뢰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

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는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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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내용 타당도 분석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를 통해 검토

되었다. 이때 전문가는 교육측정·평가전공 박사 4명과 교육측정·평가

전공 박사과정 4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에게 ‘부모의 학업지원’

의 하위영역들의 조작적 정의를 서면 평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각 문항

이 해당 척도의 하위영역을 측정하기에 내용적으로 타당한지를 ‘① 전

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

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

다. 아울러, 그렇게 평정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표 Ⅳ-3> 참조).

전문가 서면평가 결과, 문항별 내용타당도는 평균 4.78, 최솟값 4.63, 최

댓값 4.88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8

명의 전문가 집단이 응답한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 역시 0.88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나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내용타당도 지수는 전체 전문가 

중 각 항목에 ‘적합하다’(5점 척도에서 4 또는 5점)고 평정한 전문가의 

비율로 계산하였다(Polit & Beck, 2006). 전문가의 서면평가 이후 해당 점

수로 평정한 이유를 고려하여 문항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

울 경우 전문가의 평정 결과에 따라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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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 내용 타당도

하위영역 번호 내용타당도 점수 CVI

인지적 지원

1 4.75 1.00

2 4.88 1.00

3 4.75 1.00

4 4.63 0.88

5 4.88 1.00

정서적 지원

1 4.75 1.00

2 4.88 1.00

3 4.88 1.00

4 4.88 1.00

5 4.88 1.00

재정적 지원

1 4.75 1.00

2 4.75 1.00

3 4.75 1.00

4 4.63 0.88

5 4.88 1.00

전체 평균 (표준편차) 4.78(0.09) 0.98(0.04)

  3)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특정한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

는 가상의 하위개념 혹은 특성을 말하며,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어떠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정말로 재고 있는지를 경

험적이면서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백순근, 2004). 이 연

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번째로 

하위영역 간 상관과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두번째

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구인타당도

는 본검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와 부모의 학업지

원 척도의 하위요인과 부모의 학업지원 구인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위영역 간 Pearson 상관과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

하였다(<표 Ⅳ-4> 참조).



- 36 -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은 .75-.81 

범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01). 이는 각 하위영

역이 부모의 학업지원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잘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 세 가지 하위영역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42-.45 범위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01). 이때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계

수보다 하위영역 간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하위영역 간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영역이 다른 하위요인과 공유되

지 않는 고유 분산을 지녀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표 Ⅳ-4>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하위영역 및 전체 간 상관

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정서적 지원 0.42
재정적 지원 0.43 0.45 

총점 0.81 0.82  0.75 
p<.001

다음으로 부모의 학업지원을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이 적

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모형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관찰변수와 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관계의 일부에 제약을 가한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어진 자료가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김수영, 2016; 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척

도의 왜도는 –1.50~-0.46, 첨도는 –0.37~2.39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
왜도∣≤2, ∣첨도∣≤4)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부모의 학업지원이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검토하

고자 [그림 Ⅳ-1]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

R의 lavaan 패키지로 수행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모형 적합도

는 다음과 같다(<표 Ⅳ-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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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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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부모의 학업지원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신뢰구간)
SRMR

값 191.582(75)  0.957 0.940
0.075

(0.062,0.088)
0.055

p<.001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검증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지니므로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값이 3보다 작을 경우 모형 적합도

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Kline, 2005). 위 모형에서는 
/df 값이 2.55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인모형의 

적합도는 CFI(Comparative Fit Index)가 .957, TLI(Tucker-Lewis Index)가 

.940으로 모두 .9보다 높았으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075,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5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 값과 TLI값은 .9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보며, RMSEA와 SRMR는 .06 이하일 경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 

.08이하일 경우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

구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Ⅳ-6>와 같이 나타났다. 

1차 요인과 각 문항 간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는 .40-.90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업지원과 하위영역(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간 관계를 나타내는 2차 요인부하량의 표준화 계수 

범위는 .65-.7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1차 요

인부하량의 표준화 계수값을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가 수렴 타당도

를 지니며, 각 문항이 잠재변수의 분산을 잘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이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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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부모의 학업지원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부모의 학업지원->인지적지원 

1번
1.00 0.87

부모의 학업지원->인지적지원 

2번
1.11 0.87

부모의 학업지원->인지적지원 

3번
1.09 0.86

부모의 학업지원->인지적지원 

4번
0.97 0.79

부모의 학업지원->인지적지원 

5번
0.95 0.69

부모의 학업지원->정서적지원 

1번 
1.00 0.59

부모의 학업지원->정서적지원 

2번 
1.92 0.90

부모의 학업지원->정서적지원 

3번 
1.90 0.88

부모의 학업지원->정서적지원 

4번 
1.90 0.79

부모의 학업지원->정서적지원 

5번 
1.55 0.73

부모의 학업지원->경제적지원 

1번 
1.000  0.72

부모의 학업지원->경제적지원 

2번 
0.88 0.74

부모의 학업지원->경제적지원 

3번 
1.60 0.79

부모의 학업지원->경제적지원 

4번 
1.20 0.40

부모의 학업지원->경제적지원 

5번 
1.46 0.84

2차

요인

부하량

부모의 학업지원->인지적지원 1.00 0.65

부모의 학업지원->정서적지원 0.65 0.70

부모의 학업지원->경제적지원 0.50 0.6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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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업참여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업참여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참여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작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수업참여도의 구인은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의 

세 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에서 수업참여의 정도를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질문한다. 인지적 참여는 학생이 학습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전략을 뜻한다. 정의적 참여는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

거나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행동적 참여는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수행하는데 소요하

는 신체적 노력을 말한다.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 예시는 

<표Ⅵ-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업참여도에 대한 측정은 고등학생

이 인식한 수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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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수업참여도 척도의 문항 예시

  

하위 

영역
문항 예시

인지적 
참여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한다.

나는 내가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위한 준비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해당 과목 공부를 잘 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수업 중 동료 학생의 생각에 대해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해본다.

정의적 
참여

나는 수업시간이 즐겁다.

나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해당 과목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업에서 진행한 활동이 해당 과목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당 과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해당 과목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행동적 
참여

나는 수업에 성실히 출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

나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수업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한다.

나는 수업 후 수업 내용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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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엄참여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수업참여도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67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

뢰도 역시 .68-.69의 범위로 비교적 바람직한 수준을 보였다(<표 Ⅳ-2> 

참조). 이때 신뢰도는 본검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표 Ⅳ-8> 수업참여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0.68 0.68 0.69 0.67  

이처럼 문항의 전체 신뢰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

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수업참여도 척도는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수업참여도 척도의 내용타당도 분석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를 통해 검토

되었다. 이때 전문가는 교육측정·평가전공 박사 4명과 교육측정·평가

전공 박사과정 4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에게 ‘수업참여도’의 하

위영역들의 조작적 정의를 서면 평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각 문항이 해

당 척도의 하위영역을 측정하기에 내용적으로 타당한지를 ‘① 전혀 타

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

다’, ‘⑤ 매우 타당하다’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렇게 평정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표 Ⅳ-3> 참조).

전문가 서면평가 결과, 문항별 내용타당도는 평균 4.82, 최솟값 4.63, 

최댓값 4.88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

러 8명의 전문가 집단이 응답한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C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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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Validity Index) 역시 0.88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나 문항의 내

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내용타당도 지수는 전체 전문

가 중 각 항목에 ‘적합하다’(5점 척도에서 4 또는 5점)고 평정한 전문

가의 비율로 계산하였다(Polit & Beck, 2006). 전문가의 서면평가 이후 해

당 점수로 평정한 이유를 고려하여 문항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평정 결과에 따라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

다.

<표 Ⅳ-9> 수업참여도 척도 내용 타당도

하위영역 번호 내용타당도 점수 CVI

인지적 참여

1 4.88 1.00

2 4.75 0.88

3 4.75 0.88

4 4.88 1.00

5 4.75 1.00

정의적 참여

1 4.88 1.00

2 4.63 0.88

3 4.63 0.88

4 4.88 1.00

5 4.88 1.00

행동적 참여

1 4.88 1.00

2 4.88 1.00

3 4.88 1.00

4 4.88 1.00

5 4.88 1.00

전체 평균 (표준편차) 4.82(0.09) 0.9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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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하위영역 간 상관과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와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수업참여도 구인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위영역 간 

Pearson 상관과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Ⅳ-4> 참조). 이때 구인타당도는 본검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수업참여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 상관은 .87-.90 범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01). 이는 각 하위영역이 수

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잘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세 가지 

하위영역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61-.77 범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p<.001). 

<표 Ⅳ-10>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전체 간 상관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0.61 
행동적 참여 0.77  0.62

총점 0.89  0.87 0.90 
 p<.001

다음으로 수업참여도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이 적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모형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척도의 왜도는 –0.96~-0.33, 첨도는 –0.02~-1.11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2, ∣첨도∣≤4)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이

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수업참여도가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검

토하고자 [그림 Ⅳ-2]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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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수업참여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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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lavaan 패키지로 수행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모형 적합도

는 다음과 같다(<표 Ⅳ-11> 참조).

<표 Ⅳ-11>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신뢰구간)
SRMR

값 20.572(8)  0.981 0.963
0.075

(0.036, 0.116)
0.034

p<.001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위 모형에서는 /df 값이 2.57로 3보다 작

으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인모형의 적합도는 

CFI(Comparative Fit Index)가 .981, TLI(Tucker-Lewis Index)가 .963으로 

모두 .9보다 높았으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075,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3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 값과 TLI값은 .9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보며, RMSEA와 SRMR는 .06 이하일 경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 

.08이하일 경우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

구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Ⅳ-6>와 같이 나타났다. 

1차 요인과 각 문항 간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는 .58-.89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수업참여도와 하위영역(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

여, 행동적 참여) 간 관계를 나타내는 2차 요인부하량의 표준화 계수 범

위는 .76-.9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1차 요인부

하량의 표준화 계수값을 통해 수업참여도 척도가 수렴 타당도를 지니며, 

각 문항이 잠재변수의 분산을 잘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참

여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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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인지적참여->인지적참여 1번 1.999 0.87

인지적참여->인지적참여 2번 1.180 0.89

인지적참여->인지적참여 3번 1.045 0.86

인지적참여->인지적참여 4번 0.943 0.65

인지적참여->인지적참여 5번 1.006 0.70

정의적참여->정의적참여 1번 1.000 0.77

정의적참여->정의적참여 2번 0.803 0.69

정의적참여->정의적참여 3번 0.889 0.75

정의적참여->정의적참여 4번 0.920 0.74

정의적참여->정의적참여 5번 0.940 0.77

행동적참여->행동적참여 1번 1.000 0.74

행동적참여->행동적참여 2번 1.162 0.85

행동적참여->행동적참여 3번 1.149 0.82

행동적참여->행동적참여 4번 1.061 0.58

행동적참여->행동적참여 5번 1.227 0.82

2차

요인

부하량

수업참여도 -> 인지적 참여 1.000 0.89

수업참여도 -> 정의적 참여 1.044 0.76

수업참여도 -> 행동적 참여 0.965 0.9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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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부모의 학

업지원 척도’와‘수업참여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고, 전문가협의회

와 예비검사를 통해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이후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

여 본 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그

림 Ⅳ-2] 참조).

구 분 연 구 절 차

[1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척도 개발

1. 부모의 학업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수업참여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학업성취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4. 부모의 학업 지원, 수업참여도 문항 제작 (6월)


[2단계]

척도 제작

5. 척도 전문가 협의회 실시 (7월)

6. 척도 문항 수정 및 보완 (8월)


[3단계]

검사 실시

및 자료 수집

7. 부모의 학업지원 본검사 실시 (9월 초)

8. 수업참여도 본검사 실시 (10월 초)

9. 학업성취도 자료 수집 (11월 초)


[4단계]

논문 작성

10. 본검사 자료 분석 및 해석 (11월 중순)

11. 논문 수정 및 보완 (12월)

[그림 Ⅳ-3]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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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구조

적으로 분석하고자  컴퓨터 프로그램 R을 사용하였다. 

첫째,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가 신뢰로운지 확인하

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고, 구인타당도

를 구하기 위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 태도 척도와 수업만족도 척도에 대

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

술통계를 제시하고,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와 학업

성취도,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 간의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기법으로, 가설 검정에 주로 사용되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은 실험 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구

조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며(이기종, 2012),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 사례에서 구해지는 공분산 행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분산구

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이라고도 불린다. 매개효과의 추

정 및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며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이진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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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시 소재 00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중에는 결측을 포함한 불성실 응답이 없었다. 분석 절차는 첫째,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의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 상관을 분석했으며,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기초통계

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Ⅴ-1> 

참조).

우선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로 측정된 부모의 학업지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학업지원은 하위영역별로 ‘인지적 지원’이 평균 

3.96, ‘정서적 지원’이 평균 4.02, ‘재정적 지원’이 평균 4.54로 나타

나 재정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인지적 지원 순으로 점수가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업참여도 척도’로 측정한 수업참여도의 

경우 인지적 참여가 평균 4.18점, 정의적 참여는 3.75점, 행동적 참여는 

4.22점으로 나타나 행동적 참여,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순으로 점수

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학기 중간고사 성적(등

급)’으로 학업성취도는 국어의 경우 평균 4.87등급, 수학의 경우 4.73 

등급, 영어의 경우 4.92등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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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관측변인들이 왜도 절댓값이 2 미만, 첨도 절댓값이 4 미

만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

수가 정규성을 충족함을 말한다. 정규성은 구조방정식(SEM) 모형 분석의 

기본 전제이므로 이 연구에서 모형의 모수를 최대우도법(ML)으로 추정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Ⅴ-1>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N=279)

잠재

변인

관측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학업지

원

전체 2.33 5 4.17 0.58 -0.46 -0.15

인지적 지원 1 5 3.96 0.38 -0.73 0.69

정서적 지원 1.4 5 4.02 0.46 -0.52 -0.37

재정적 지원 2.2 5 4.54 0.84 -1.50 2.39

수업참

여도

전체 1.67 5 4.04 0.63 -0.45 0.40

인지적 참여 1.4 5 4.18 0.68 -0.50 -0.02

정의적 참여 1.0 5 3.75 0.78 -0.33 0.56

행동적 참여 1.6 5 4.22 0.68 -0.96 1.11

학업성

취도

전체 1.33 8.81 4.84 1.64 0.24 -0.56

국어 등급 1 9 4.87 1.95 0.02 -0.56

수학 등급 1 9 4.73 1.85 0.03 -0.47

영어 등급 1 9 4.92 1.81 0.09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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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인 간의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때 변인 간 관련성은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로 파악하였다.

  1)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의 상관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2> 참

조).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표 Ⅴ-2>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의 상관

         부모의 학업   

               지원

수업참여도

전체
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전체 0.50  0.42  0.41 0.35 
인지적 참여 0.48  0.39  0.39 0.35 
정의적 참여 0.42  0.35  0.38 0.23 
행동적 참여 0.43  0.37  0.32 0.35 

  p<.001

부모의 학업지원 전체와 수업참여도 전체의 상관은 0.50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업 지원 전체와 수업참여도의 하위

구인 간 상관은 0.42~0.48 범위 사이로 나타났는데 수업참여도의 하위구

인 중 ‘인지적 참여’와의 상관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의

적 참여’와의 상관이 .42로 가장 낮았다. 수업 참여도 전체와 부모의 

학업지원의 하위구인 간 상관은 0.35~0.42 범위 사이에 분포하였고, 부모

의 학업지원의 하위구인 중 ‘인지적 지원’과의 상관이 .42,‘정서적 

지원’의 상관이 .41이었으며,‘재정적 지원’과의 상관이 .35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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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을 보면, 재

정적 지원과 수업참여도의 정의적 참여가 비교적 낮은 관련성(.23)을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지적 지원(0.35~0.39)과 정서적 

지원(0.32~0.39)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업참여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 중 인지적 지원과 정

서적 지원이 높은 수업참여도와 관련 깊은 하위구인임을 짐작할 수 있

다. 

  2)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3> 참

조).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대체적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하위영역 간에 유의하지 않

는 결과가 있었다.(p<.001).

<표 Ⅴ-3>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

         학업성취도

            

수업참여도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0.24  0.24  0.18 0.19 
인지적 참여 0.27  0.28  0.20 0.23 
정의적 참여 0.09 0.09  0.09 0.07

행동적 참여 0.27  0.29  0.20 0.21 
p<.05, p<0.1,  p<.001

수업참여도 전체와 학업성취도 전체의 상관은 0.24로 바람직한 수준

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업참여도 전체와 학업성취도의 하위구인 간 상

관은 0.18~0.24 범위 사이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취도의 하위구인 중 ‘국

어 성적’과의 상관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학 성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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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18로 가장 낮았다. 학업성취도 전체와 수업참여도의 하위구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학업성취도 전체와 

‘정의적 참여’의 상관은 0.09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을 보면, ‘정의

적 참여’와 ‘수학 성적’, ‘정의적 참여’와 ‘영어 성적’의 상관은 

각각 .09, .07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업참여도

의 하위영역 중 ‘정적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지적 참여’와 ‘수학 성적’역시 상관이 

.20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행동적 

참여’(.20~.29)가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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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4> 참

조).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

         학업성취도

부모의        

학업지원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0.04 0.05 0.01 0.07

인지적 지원 0.02 0.03 -0.02 0.04

정서적 지원 0.01 0.04 -0.01 0.05

재정적 지원 0.01 0.10 0.07 0.09

p<.05,  p<0.1, p<.001

부모의 학업지원 전체와 학업성취도의 전체의 상관은 0.04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 전체 및 하

위영역의 상관 역시 매우 낮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상관분

석에서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변수들 역시 경로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에,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다시 알아보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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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변인 간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지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

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

여도, 학업성취도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는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참여도가 매개하

는지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아래의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설

정([그림 Ⅴ-1] 참조)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컴퓨터 프로그램 Amos 

21.0과 R프로그램의 lavaan 패키지를 사용해 분석되었다. 

부모의 학업지원의 관측변인으로는 3개의 하위영역(인지적 지원, 정서

적 지원, 재정적지원) 각각에 대한 문항 5개의 평균값을 측정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수업참여도의 관측변인으로는 3개의 하위영역(인지적 참

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각각에 대한 문항 5개의 평균값을 측정변

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2학기 중간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지필고사 성적의 등급(1~9등급)을 역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이는 

국가 규모의 시험은 물론 고등학교의 정기고사에서도 원점수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며, 성적의 등급이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

를 더 잘드러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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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구조 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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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표 Ⅴ-5> 참조). 모형 적합

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

다. 하지만 검증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지니므로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값이 3보다 작을 경우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Kline, 2005). 위 모형에서는 /df 값이 1.89이므

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는 

CFI(Comparative Fit Index)가 .980, TLI(Tucker-Lewis Index)가 .970으로 

나타났으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056,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40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CFI 값과 TLI값은 .9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보며, RMSEA

와 SRMR는 .06 이하일 경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 .08이하일 경우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따라서 전반적인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이 연구에서 사

용한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Ⅴ-5>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신뢰구간)
SRMR

값 45.084(17) 0.980 0.970
0.056

(0.030, 0.081)
0.040

p<.05,  p<0.1, p<.001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Ⅴ-6>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표준화계수는 -0.16로 나타났다. 수업참여도가 학업성취도(성적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계수는 0.40이었고,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

수는 0.62로 나타났다(<표 Ⅴ-6>, [그림 Ⅴ-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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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요인

부하량

부모의 학업지원→ 인지적 지원 1.00  0.64

부모의 학업지원→ 정서적 지원 1.04  0.70

부모의 학업지원→ 재정적 지원 0.69  0.68

수업참여도→ 인지적 참여 1.00  0.88

수업참여도→ 정서적 참여 0.91  0.70

수업참여도→ 행동적 참여
0.99  0.87

학업성취도→ 국어 1.00  0.80

학업성취도→ 수학 0.87  0.73

학업성취도→ 영어 1.04  0.90

구조계수

부모의 학업지원→학업성취도 0.47 -0.16

수업참여도→학업성취도 1.03 0.40

부모의 학업지원→수업참여도 0.70  0.62

p<.05, p<0.1,  p<.001

모형의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음으로,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다. 또한 부모의 학업

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완전매개 모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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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구조방정식 최종모형



- 61 -

다.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 검증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의 경우 <표 Ⅴ-7>와 같이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는 0.70, 표준오차는 0.01로 나타났다. 그리

고 수업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는 1.03, 표준오차는 

0.2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obel 통계값은 3.955으로 계산되었으며,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7> 구조방정식 모형의 Sobel 검증 결과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obel 통계값

부모의 학업지원 → 수업참여도   0.70 0.01
3.955***

수업참여도 → 학업성취도   1.03 0.26

*** p<.001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부모의 학업지

원이 직접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직접효과’와 수업참

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간접효과’로 구

분할 수 있다. 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를 합산한 총 효과의 표준화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Ⅴ-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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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모형의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0.502*** - 0.502***

학업성취도 0.094 0.14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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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있어 학업적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이때 붓스트래핑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에 대해 붓스

트래핑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비표준화계수가 0.266, 

표준화계수가 0.094이었고 신뢰구간은 비표준화계수 기준으로 

0.193~0.45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

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모형에서 간접효과는 비표준화계수가 0.402, 표준화계수가 

0.142이었고 신뢰구간은 비표준화계수 기준으로 0.116~0.34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학업지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참여도에 대한 결론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먼저,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는 상관분석, 구조방정식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수업참여

도가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구모형의 결정을 위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

합도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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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에서 두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p>.05) 완전매개모

형이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높은 적합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때 총 효과의 표

준화계수가 0.236이므로 학업적 회복탄력성에 의한 간접효과는 총 효과

의 60.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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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

며, 이때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  

   업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위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탐색하였고, 

전문가 협의회, FGI를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를 

제작 및 타당화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 척도’는 안수민, 김희화

(2018)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해 개발되었으며 ‘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참여도 척도’는 신안나(2013)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인지

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

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두 척도의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구인타당

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S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때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2021년 9월 첫째 주에 ‘고등학생이 지각

한 부모의 학업지원’ 검사를 실시하고, 약 한 달이 지난 10월 첫째 주

에 ‘수업참여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첫째 주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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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의 중간고사 지필평가 결과를 통해 ‘학업성취도’ 자료를 수집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 수업참여도, 학

업성취도의 구조적인 관계를 점검하였다. 이후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관 관계를 통해 세 변인간 관계를 

파악한 뒤,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경험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

화계수는 0.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둘째,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가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단, 이때 학업성취도는 원점수가 아닌 성적의 등급 변

인을 역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

수는 -0.1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수업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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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참여도는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업지

원이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간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았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고

등학생들의 학업에 부모의 지원보다 학교의 교육과 수업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에 유의하면서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부모의 학업지원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진로 관련 부모

의 지원이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유능하고 자율적이라고 느끼게 돕는다

(Ryan과  Deci, 2000)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

적 지지 역시 환경에서 주어지는 요소 중 하나로써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 경험을 통해 개인의 흥미, 진로와 

관련된 의지, 진로와 관련된 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1994)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특히 부모의 영향력

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비롯한 배경 변인보다도 자녀의 학업발달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Whiston, Keller, 2004) 의 결과와도 일맥상

통한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학교 및 수업 적응 및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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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업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하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

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증명하였으며, 이 연구 역시 결과가 일관된다. 특

히 행동적 참여는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다만 정의적 참여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수학과 영어 과

목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업에 행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현재 우리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분석 및 경로분석 모두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모의 학업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을 매개해 자녀의 성취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열은 근대사회 이후 혁신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를 견인해 온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근대화 과정

에서 교육은 계층의 상승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한국전쟁 

이후 교육 달성을 통하여 계층 상승을 몸소 경험한 부모세대는 교육의 중

요성에 강인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는 교육열의 불씨를 증폭시켰다(류황

석, 2016). 커져가는 사교육 시장이 증명하듯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명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업지원의 하위요소인 인

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성적 그 어떠

한 과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

에서 부모 관련 변인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

었다. 부모의 지지정도, 양육태도, 자녀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등의 변인들

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효능감 등과 같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창훈, 조영아, 2016). 그러나 부모의 정서

적, 행동적, 재정적 지원은 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

나 학업성취도 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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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참여도가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은 학

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수업참여도는 부모의 학

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S시 소재 고등학교 2,3학년 2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

에서는 다양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부모의 학업지원과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의 양상과 수준은 

학교급과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인 학업성취 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지원과 학업성

취도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작용하는 정도를 

검토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모의 학업지원 정도가 초등학생

에서 가장 크게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한 혼

입변수가 무엇이 있을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부모의 학업지원

과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각 변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파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세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연구했을 때 보다 정확하게 부

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학업지원은 다른 요인들을 매개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참여도가 부모의 학업지원이 자

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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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학업지원의 경로를 파

악하고, 매개역할을 하는 다른 변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넷째,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가 아닌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부모의 학업지원이 아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부모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모-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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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 지원 설문지

안 내 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가운데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과 부모님의 희망진로 일치 여부와, 여러분이 지각한 부모님의 

학업지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더 나

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별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상 귀중한 자

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읽으신 후 성실하고 솔직

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홍지은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써주세요.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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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모와 여러분의 희망진로일치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

러분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내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나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희망과 나의 희망

이 서로 일치한다. 
① ②

◉ 다음은 부모의 학업지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하위
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
지
적 
지
원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목표 
설정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전략
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내용
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 결과
에 대해 조언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과 관
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
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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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하위
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
서
적 
지
원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업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
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업 때문
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내 학업 문제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
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성적
을 받을 때라도 부모님은 나를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학업과 관련하여 
나와 의견이 다를 때라도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재
정
적
지
원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에 필
요한 도서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을 위
한 사교육비(학원, 과외, 인터
넷 강의 등)를 지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나의 학업에 필
요한 전자기기 구매 비용을 지
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내가 원하면 어
학연수 및 유학을 보내주실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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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업참여도 설문지

안 내 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가운데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검사는 

수업참여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더 나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별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상 귀중한 자

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읽으신 후 성실하고 솔직

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홍지은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써주세요.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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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업참여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하위
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
지
적 
참
여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
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활동
을 위한 준비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과목 공부를 잘 하
기 위한 학습전략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 중 동료 학생의 생
각에 대해 근거가 타당한지 생
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정
의
적 
참
여

나는 수업시간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해
당 과목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에서 진행한 활동이 
해당 과목을 이해하는 데에 유
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과목에 대해 자신감
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과목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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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하위
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
동
적 
참
여

나는 수업에 성실히 출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
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에서 기회가 주어진
다면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 후 수업 내용 중 이
해하지 못한 부분을 더 이해하
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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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Class Participation

HONG Jieu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ents' academic support refers to parents' interes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anging from parenting methods involved in 

learning-related activities to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and i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articular, high school is the most urgent time to prepare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parents' academic support is very important. 

  Class participation in the course refers to the cognitive, just, and 

behavioral responses, investment, effort, and interaction of students 

with academic activities during the course. Participating in the course is 

not limited to pre- and post-school preparation, and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because it is reflected in th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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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hrough evaluation. 

  Academic achievement is a score that is used to show how much 

academic achievement you have achieved in the course of your studies. 

In particular,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an 

important element because their internal grades are important in 

college entrance exams. 

  Parents' academic support has been studied mainly as variables for 

predicting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but it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that it affects children's psychology, emotional stability, 

motivation,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as parents' academic support 

and children's development have been found to have an interactive 

effect, ecological approaches to how children's characteristics affect 

parents' academic support behavior are also attracting attention. In 

addition, parents' academic suppor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ir 

children's achievement, but rather to their children's achievement 

through other psychological factors. 

  Reflecting this, research on the parents’academic support, class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has 

done continuously, and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However, empirical scientific 

research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by three 

variables is insufficient. Furthermore, since most of the subjects of 

research related to parents' academic support ar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cademic support, class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u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on three variables.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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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does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ffect class participation? 

2. How does class participation affect the academic achievement? 

3. How does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ffect the academic achievement? 

4. Does the class participation play a role as a mediator in the effect 

of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used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cognitive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ir participation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cognitive participation, affective participation and 

behavioral participation. At this time, the two scales were also 

constructed in a form consisting of five items in their respective lower 

regions.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checked by written evaluation by 

eight experts, and the reliability was checked by Cronbach's alpha.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s were generally good.

  In order to collect data, 279 second and third graders from ○○ High 

School in S City were tes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variables, the test of the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was tested in the first week of 

September 2021. In the first week of October 2021, a month later, the 

test of the class participation was tested. Finally, the data of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collected through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midterm examination paper in the first week of November.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ate parents' academic support, 

particip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investigated by using the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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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lass participation in school.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 that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the class attendance was 0.62 (p<.001).

  Second, class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the class participation was 0.40,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hird,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high school students' late parents' academic suppor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0.16,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parental academic support → academic achievement) and indirect 

effects (parental academic support → class participation → academic 

achievement) were verified by Sobel and Bootstra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 of parental academic suppor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09,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for the indirect effect of parents' 

academic support on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ir degree of 

participation was .14,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In 

conclusion, the direct effect of parents' academic suppor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in the overall model, and the 

intermediate effect of parents' academic support accounted for 60.1% 

of the total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parents' 

academic support has the effect of mediating their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ir degree of participation.

  In short,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class participation in school, and parents' 

academic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performance. These 

results show that parents’academic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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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has no direct impact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but that 

parents' academic suppor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lass participation 

in school.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their educational 

performance than on their parents' academic support. However,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study because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on certain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 Parental academic support, class participation, academic 

achievemen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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