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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온라인 교육이 확장되어 나가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

대면 수업방식이 급속히 도입되면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가

장 많이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

절학습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간

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관계 구조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초등학생 5, 6학년 356명(남 186명, 여 170명)을 대상으

로 자기보고식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검사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는 온라인 자

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력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

모의 학습관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와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에 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부모의 학습방식 존중을 높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높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

습관여(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가 온

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 온라인 자기조

절학습에 있어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

모는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압력과 부정적인 강요를 하기보다는 자

율성을 지지해주고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초등학생,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부모

의 부정적 학습관여,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학  번 : 2020-2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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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세계의 온라인 학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 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지식 및 정보를 주고받는 동시에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 기술,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활용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

육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

에 온라인 교육 확산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한정윤, 이성혜, 

2019; Kim, 2020).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COVID-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4월 9일부

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따라 K-12 및 고등교육까지 전통적인 

교육 형식인 대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비대면 수업방식(동시적 온

라인 수업,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온라인 학습은 중요한 교육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며, 교육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온라인 학습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학습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디

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학습에 익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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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학습자는 낯선 환경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격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자기조절학습이 손꼽히고 있다. 비대면 

학습격차의 심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70%의 교사는 학

생의 자기조절학습 차이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특히 초등학생은 집중시간이 짧고 디지

털 기기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수준과 능력을 인지하며 

온라인 학습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이 부족할 

경우 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와 

온라인 교육 확산 가속화로 인해 학습이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져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거나 환경 및 노력을 조절하

지 못하는 초등학생은 학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코

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산에 있어 학습격차 및 디지털 학습격차

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정한호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생에게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자기조절학습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초등

학교 고학년부터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스스로 생각을 결정하고 자

신을 통제 혹은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정미경, 2011; 김아영, 

2008)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전

략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학습기반이 되기 때문에(정미경, 2011)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습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초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시기는 자기조절학습의 결정적 시기로서

(Armstrong, 1989) 자율감, 유능감, 관계성과 같은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학습동기가 발휘 및 촉진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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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기조절

이 달라진다(Deci & Ryan, 2000). 그러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과 관

련한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 및 성인을 연구 대상자로 설정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맥락의 자기조절

학습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조절학습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노력이기 때문에 학습

의 자유도가 높게 부여되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성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인이다(김동심 외, 2018).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은 오프라인 

자기조절학습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데, 학습자는 오프라인 학

습환경에 비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더욱 사용해야 한다

(Broadbent, 2017). 높은 자기조절학습 수준을 가진 학생은 온라인 

맥락에 맞게 메타인지, 도움요청, 환경관리, 노력지속을 활용하며(김

동심 외, 2018), 온라인 학습에서 복습과 반복 학습을 하는 횟수가 

더 많고, 제시된 학습 콘텐츠를 건너뛰지 않고 순차적으로 성실히 

학습하는 특징을 보유한다(한정윤, 이성혜, 2019). 이 때, 교사와 분

리된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져 외부의 통제 수준이 낮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관리 및 점검하고 수업

에 참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한영지, 이민혜, 2021) 부모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부모가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고 개입하는지 등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환경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헌철, 엄우용, 2020).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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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성격과 지적 발달에 차이를 보인

다(송희원, 2010).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자율적이고 허용적이라고 

인식하는 자녀는 자율성이 높아져 자기조절학습도 발달한다. 그러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라고 지각하면 학습 회피나 일탈 행

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헌철, 엄우용, 2020; 박영태, 이경님, 2009; 

Becker, 1964; Paris & Winograd, 2003).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및 양육태도

가 더욱 중요하다(이정민 외, 2018). 부모가 자녀의 교육활동에 관심

을 가지고 지지할 때 자녀의 학습태도와 성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

에(Epstein, 1995), 학업에 관련된 태도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Grolnick et al., 1997).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은 자녀의 학습과 관

련하여 조력 혹은 압력과 같은 영향을 행사하는 행동이다(김혜연, 

2012; 김종덕, 2001; 임은미, 1998). 자녀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

도록 공부 및 학습에 대한 방법, 진학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과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과) 같은 시간 및 장소와 관

련하여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습방식 

존중은 긍정적 학습관여이다.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자기주도학

습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김연수, 2008; 조한

익, 2011; 박영신 외, 2003), 자녀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

은 성과 및 성취를 기대하고 자녀의 친구들과 비교하여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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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것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정희, 선혜연, 201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

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한영지, 이민혜, 2021; 박

소희, 조민아, 2013; 김홍석, 심혜숙, 2009; 김종덕, 2001; Thomas et 

al., 2019).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율성을 지지하며 학습방식을 존중해주는 긍정적인 학습관여를 행사

하면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정선, 문경숙, 2018, 김연수, 2008). 부

모의 학습관여와 심리적인 지원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의 인지∙동기∙행동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거나 성과를 강조하

는 부정적인 학습관여를 행사하면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정하나, 김유미, 2015; 문정선, 문경숙, 2018).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부모의 학습관여를 독립변인으로, 온

라인 자기조절학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 학생의 성별은 주요

한 개인 요인으로 여겨지며 성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박찬호, 황명환, 2019; 이주연, 

조연희, 2015; 한아름, 2016, 장경문, 2011). 부모의 교육적 관여 행동

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다르며, 자신감,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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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동기 및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무동기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선혜연 외, 2011). 성별의 

차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부모의 학습

방식 존중 즉,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학업성취와 자

기조절학습에 더욱 영향을 준다(주영주 외, 2013). 반면에, 부모의 학

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그릿과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박찬호, 황명환, 2019; 주영주 외, 2013), 부모

의 과잉통제가 학습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되었

다(김혜온, 유계환, 2017). 이와 반대로, 부모의 학습관여 및 양육태

도를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각하며 특히 부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삶의 만족도, 자존감, 학습 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손보영 외, 2012; 신태섭 

외, 2021).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한 연구에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한다는 결과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

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자기조절학

습을 가지며 더욱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한다(정미경, 2011; 박혜

영, 2019; 주영주 외, 2013;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그

러나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허정경, 2014; 정하나, 김유미, 2015). 이렇

게 각 변인과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때 성별

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

여에 관해 성별에 따른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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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학습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높은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나라 교육은 통제되거나 수동적인 입시 위

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

어지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정미경,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자기조절학습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이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주도적인 학습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이 더욱 활성화되는 시대에 맞춰 온라

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의 학습

동기 신장에 가장 효과적인 부모의 학습관여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

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의 형태를 파악하고 온라인 자기

조절학습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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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임양미, 

2014; 정하나, 김유미, 2015; 박찬호, 황면환; 이주연, 조연희, 2015)

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성별 차이(박혜영, 2019; Zimmerman & 

Martinez-Pons, 1990)를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지만 성별 차이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학

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는 존재

하는 반면, 성별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부모

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를 

주요한 개인 변인으로 삼아 함께 탐색했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살펴

보고자 한다. 여학생에 비해 환경관리 등 학습전략이 부족한 남학생

에게는 부모의 학습존중보다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 여학생에겐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보다 정서적인 측면의 

학습존중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모형([그림Ⅰ-1])을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

중, 학습성과 압력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구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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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이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력이 온라

인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1: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

중, 학습성과 압력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
모
 학
습
관
여
형
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학습방식 존중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성과 

압력

부
모
의
 학
습
관
여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학습방식 존중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성과 

압력

[그림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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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용어 정의

가.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의 양육활동 중 자녀의 학습과정에 있어 

호기심, 즐거움, 지구력 등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학습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긍정적으로 관여

하면 자율적 학업동기가 증가되며, 자율성 혹은 통제를 부여하는 부

모행동 및 태도는 자녀의 학업동기와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임은

미, 1998).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요인으로는 학습정보제공 및 조

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이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이다.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자녀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공부 방법이나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정보 등 학습

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고 자녀가 필요로 할 시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방식 존중은 자녀가 학습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하는지와 관련하여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며 자녀의 의

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학습성과 압력은 부정적인 학습 관여로 자녀

의 능력 및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강조하고 친구 및 

타인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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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은 메타인지, 도움요청, 환경관리, 노력지속 

4가지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김동심 외, 2018). 따라서 학습자

가 온라인 환경이 주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얻

기 위하여 자신의 학습을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학습과 관련된 내용 

및 공부법을 확인 및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친구나 교사 등에게 모

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필요한 것을 요청 및 해결하는 도움요청 전

략을 사용하고, 시간과 장소 등 스스로에게 잘 맞는 학습환경을 정

비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관리를 하고,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온라인 자기조

절학습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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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학습관여

가. 부모의 학습관여 개념

부모는 아동의 성장 및 발달 과정에서 아동의 학습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박혜성,　이선영, 2020; Bornstein & Lamb, 1999).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고 개입하는지를 

일컫는데,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최헌철, 엄주용, 2020). 구체적으로 부모

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같은 성격과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행동 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이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허묘연, 2004).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애착(attachment)(Bowlby, 1969)이 강조되는데, 양육

자와 같은 가까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쌓으면 애착이 형성되고, 

안정적 애착은 개인이 낯설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만들어준다(Kenny & Donaldson, 1991). 유의미한 타인과 높은 

수준의 관계성을 가진 개인은 본인의 욕구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이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생

활에 영향을 준다(Aronoff et al., 1994). 만약 관계성 수준이 낮다면,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외로움

과 고립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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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된다(Lee et al., 2001). 

선행연구 결과, 가정에서 자율성을 지지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에 더욱 잘 적응하였으며, 교사가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 Ryan, 1989). 

자율성 지지는 부모가 아동 스스로에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Grolnick & Ryan, 1989) 아동에게 선택과 기회를 줌과 함

께 아동의 개인적인 가치 및 흥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하는 양육 특성을 의미한다(Grolnick, 2002). 아동의 행동에 대한 지

도, 사회적 제약 및 기대에 관한 의사소통과 행해지거나, 주어지는 

행동이 어째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실행한 행동에 의한 예측 가

능한 결과 및 규칙 또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아동에게 틀을 제공

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 등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고, 일관적인 태도와 지침과 정보 제공을 하는 양육태도는 유

능성을 촉진시킨다(Farkas & Grolnick, 2010; 서지혜, 이종숙, 2014). 

부모의 과한 보호, 관섭, 압력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

는 것과 반대로(Ainsworth & Bell, 1970),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아

동의 높은 자율적 동기를 함양하고,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 학업참

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아영 외, 2008; Assor 

et al, 2002; Grolnick, 2009; Mageau et al., 2011; Vasquez et al., 

2016). 높은 자율성 지지는 집중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깊이 있는 학습활동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된다(이수진, 2011; 신종호 

외, 2010; Grolnick & Ryan, 1989).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

율성의 역할은 중요한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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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자율성 수준이 높아지며, 자율성이 높을 시 관계성과 유능감 

또한 높아진다(김은주, 2007).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자

율성 지지를 해주는 존중의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발

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자녀의 교육에 있어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자율성 동기는 실험불안,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장유진, 황혜영, 2017)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국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종호 외

(2015)는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에 따라 자

녀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조절변인으로 작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를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청소년기는 부모와 교사와 같

은 유의미한 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의미한 타인

으로서 성취지향목표가 학습상황에서의 실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의 성취지향목표가 학습자의 실

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성취지향목표

는 자녀의 실수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

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노보혜

(2010)는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자기결정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

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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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밝혔다.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지고 학습 관

여를 더욱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적 동기가 낮아졌다. 

따라서, 학습관여가 높고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이 낮을 시 자율적인 

자기결정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

머니의 학습관여와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와 

연관이 되어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

도 및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면 학습에 있어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입학 이후 본격

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녀의 학습

과 관련해 조력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태도 및 행동을 부모

의 학습관여(parental academic involvement)라고 할 수 있다(김종덕, 

2011).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분야의 멘토 및 코치가 되기도 하고, 아

동을 지지해주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 존중을 보이는 정서적 지지대

가 되기도 하고, 혹은 학습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실질적

인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에 있어 

부모의 학습관여는 다른 요인보다 크게 작용한다(Desforges &　

Abouchaar, 2003). 

임은미(1998)는 Deci(1995)가 제시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부모

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행

동을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자율성 격려 행동에는 

선택권 부여, 민주규칙 제공, 문제해결력 검토, 학업진보 격려가 존

재하여 Deci(1995)의 자율성 지지 개념에서 제시된 것이다.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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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격려의 의미는 자녀의 입장과 관점을 공감하고, 자녀에게 선

택 혹은 대안을 제공하거나, 자녀의 가치와 흥미를 탐색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Grolnick, et al., 2002; Ryan, et al., 

1995). 구체적인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선택권 부여는 자녀 스스로 

무엇을 할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

록 하는 것이다. 민주규칙 제공은 자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

해 통제하는 언어를 피하며 규칙의 중요성과 유용한 결과를 알려주

고, 자녀 스스로 규칙을 설정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며, 문제해결력 

검토는 자녀 스스로 학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며 실패의 경우 등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다. 학업진보 격려는 자녀의 자기유능감

을 심어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수행성과와 비교하지 않고, 자녀

의 수행에 발전이 있는 경우 칭찬하며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임은미(1998)가 추가한 학습정보제공은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정보

를 탐색 및 수집하고 전달하여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김연수(2008)는 임은미가 개발한 검사를 기반으로 부모의 학습관

여를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3가지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은 자녀가 효과

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및 학습에 대한 방법, 진학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방식 

존중은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습성과 압력은 자녀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

지 않고 높은 성과 및 성취를 기대하고 자녀의 친구들과 비교하여 

경쟁에서 이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김연수, 2008; 이솔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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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은 긍정적인 학습관여이고 

학습성과 압력은 부정적인 학습관여인데, 긍적적이고 민주적인 태도

는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과 자기조절학습 등 학업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정애, 2010; 최진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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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의 학습관여 구성요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부모의 학습관여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Deci(1995)가 개념을 제안했을 때는 선택권 부여, 권리와 

제한, 규칙 설정, 학업 목표설정 4가지로 구성하였다. 임은미(1998)는 

부모의 학업정보 제공과 자율성 격려 행동을 통합하며 ‘부모 행

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김종덕(2001)은 임은미(1998)가 제안

한 5가지 학습유형인 선택권 부여, 민주규칙 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자율성 격려 행동), 학업정보 제공 행동을 ‘학습관여 

형태’라는 용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박영신 외(2003)가 제안한 구성요인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 부모

의 성취압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죄송함,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며, 신종호 외(2010)는 박영신 외(2003)

가 제안한 개념을 기반으로 학습관여 구성요인을 부모의 학업 지원, 

성취에 대한 기대, 일상통제로 제안하였으며 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

다. 

김연수(2008)는 임은미(1998)와 김종덕(2001)이 제안한 구성요인

을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3가지로 

재구성하였다. 이솔비(2014)는 김연수(2008)가 제안한 구성요인과 동

일하지만 20문항에서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연

수(2008)가 제안한 3가지 구성요인을 사용하였으며, 3가지로 구성된 

부모의 학습관여의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 성

과압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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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진학정보,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

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며, 자녀 학습방식 

존중은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에 

관해서 가능한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적 학업관

여인 학습성과 압력은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

을 기대하거나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

성과에 대한 기대나 성취에 대한 압력을 행하는 것이다. 

부모의 학습관여에 있어 자녀의 학습에 직접적인 부모 개입을 

포함시켜 제안한 심미옥(2003)은 Hoover-Dempsey와 Sandler(1997)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녀의 성

공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 자녀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제안한 이론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가정에서 부모 지원활동

으로 자녀의 학습과 생활습관 지도,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 전달, 자

녀의 문제를 교사와 상의, 학교행사 및 부모 모임에 직접 참여로 부

모의 학습관여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은정(2006)은 

Epstein(1987)이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부모와 학교 간의 상호작용을 6가지 구성요인으로 제안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 가정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 부모

의 학교활동 지원, 가정에서의 학습활동 지원, 학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교육공동체 참여로 구성되어있다(권혜연, 2012). 

노보혜(2011)는 Grolnick 외(1991)가 부모에 대한 지각 척도

(POPS: Perceptions of Parents Scale)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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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활용하기 위해 번안하였

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모 관여, 모 자율성 지지, 

부 관여, 부 자율성 지지로 구성요인을 제안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전춘애(2013)는 성적향상 관

련활동, 가정학습환경 조성활동, 통제활동, 학교관련 지원활동, 물리

적 교육환경 저상활동을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부모의 교육

지원 활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공부할 때 조용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 “시험 때는 시험 

공부를 따로 시키시거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와 같

다.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2013)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부모의 

학업지원과 부모의 정서지원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은 구

체적으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의 정서지원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영역에서 자녀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님께서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

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김은영(2014)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 학습환경 척도로 학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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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언과 정보, 부모의 학습성과 압력, 자율성 지지의 하위요인을 

제안하였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학습에 대한 조언과 정보는 부모

가 자녀에게 효과적인 공부법, 학습정보, 진학정보와 같은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탐색하고 모아두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

이다. 학습성과 압력은 자녀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

은 성과와 성취만을 요구하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 학습환경에는 선택제공과 근거제공이 존재

하는데, 선택제공은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며 가능한 자녀 스스

로 학습시간, 장소,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거제공은 

자녀에게 학습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인 근거와 의미를 설명해주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선행연

구에서 제안한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요인은 <표Ⅱ-1>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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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부모의 학습관여 구성요인

선행연구 구성요인

Deci(1995)

선택권 부여

권리와 제한

규칙 설정

학업 목표 설정

임은미(1998)

선택권 부여

민주규칙 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자율성 격려 행동)

학업정보 제공 행동 

심미옥(2003)

학습과 생활습관 지도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 전달

자녀 문제 선생님과 상의

학교행사 및 부모 모임 참여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부모의 사회적 지원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죄송함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

김은정(2006)

기본적인 책임

가정-학교의 상호작용

부모의 학교활동 지원

가정에서의 학습활동 지원

학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교육공동체 참여

김연수(2008)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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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부모의 학업 지원

성취에 대한 기대

일상통제

노보혜(2011)

모 관여

모 자율성 지지

부 관여

부 자율성 지지

전춘애(2013)

성적향상 관련활동

가정 학습환경 조성활동

통제활동

학교 관련 지원활동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활동

KELS (2013)
부모의 학업지원

부모의 정서지원

김은영(2014)

학습 조언과 정보

학업성과 압력

자율성 지지 학습환경(선택제공, 근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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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가. 자기조절학습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문제해결력, 창

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요구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역량과 함께 강조가 되는 역량은 자기조절학습

(self-regulated learning)이다. 1980년대 이후 Zimmerman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활발

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자기조절학습의 정의와 개념은 학자들마

다 다른 이론적 기반과 관점 속에서 해석하고 있어 자기조절학습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자기조절학습전

략(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등 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심미자, 2001; 김동심 외, 2018). 비록 국내에서 특히 자기조절

학습의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사회적 인지이론, 동기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설명 및 관점이 존재하는데, 사회적 인지이론이 가장 대중적인 이론

이다(Zimmerman, 2001; Bandura, 1997). 사회적 인지이론은 개인의 

수행이 개인적∙행동적∙환경적 영향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

루어지고, 개인은 상징화, 전략수립, 자기조절 및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한다(Huh & Reigelu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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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1986). 자기조절학습의 중심 요인 구성과 정의는 해외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Zimmerman(1989)이 자기조절학습의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였

는데, 개인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을 학습자가 학습할 시 

메타인지, 동기, 행동 3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는 메

타인지는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자기평가하는 것, 동기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학습에 본질적인 흥미를 가지

는 것, 행동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실행하기 위해 최적으로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구조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학습에 

도움이 될 정보와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기교수 및 자기강화

를 지속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높은 자기조절 수준을 

가진 학습자는 자신의 학업향상을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메타인지, 

동기 그리고 행동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혀졌다. 다른 

자기조절학습의 정의로 Pintrich(2000)는 학습자의 인지, 동기, 감정, 

환경자원과 같은 통제와 외현적 행동조절, 학습환경 통제와 활용을 

통합시키는 개념을 자기조절학습이라 정의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 동기, 행동조절과 외부 영역을 통제하는 맥락까지 포함하여 

제시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예로, 양명희(2000)는 자기조절학습을 학습자

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거

나 평가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정미경(2005)은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을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 26 -

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의 정의를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을 관

리하는 주인이 되어 목표 및 동기를 진단하고,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학습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의내렸다.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

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한다(Huh & Reigeluth, 2016; Rice & 

Carter, 2016).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학업성취를 

증진하기 위해 인지∙행동∙정서를 조절하고 특정 전략을 사용함과 

동시에 점검하며 개인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은 수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개인의 생각과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의미를 구성하며, 목표와 학습전략, 정보 및 자원 활용을 중요시 여

긴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도 연관되어있다. 

Zimmerman과 Martinez-Pons(1990)는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가 긍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 능

력이 높은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보다 과제 수

행을 더욱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자기조절적인 학습자는 

고도의 자기효능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모

두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학습 전략과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유경애(2002)는 자기조절학습을 학업적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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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사용하여 학습

을 조절하며 수행해 가는 환경적이고 전략적인 학습환경이 제공될 

때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

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상황이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

라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학습참여 

동기와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정민 외, 

2018; 김성빈, 임규연, 2017). 

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므로 온라인 학습성과에 있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Cho & Shen, 2013; Hartley & Bendixen, 

2001; 김성빈, 임규연, 2017). 2010년도 초반부터는 특히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학습자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은 학습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학습자를 자원과 교수자와 원격으로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연결하게 하는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에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인 온라인 교육(online 

education),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를 가정하지 않은 인터넷 기반의 

쌍방향 학습인 이러닝(e-learning),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사전학

습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같은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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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과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 등이 

존재한다(조영환, 2020).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동시적 

원격수업의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하고 있고,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진행

하고 있으므로 과제 혼합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부, 2020).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 여부를 떠나 온라

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온라인 학습 상황이라고 지정

하였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에게 스스로 학습활동을 점검하고 

관리 및 계획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Ally, 2004).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는 메타인지(인지적∙동
기적∙행동적), 학습동기, 시간관리, 환경이용 및 통제, 자기효능감, 

지원탐색 등 오프라인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인 대부분은 오프라

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전략 혹은 환경관리를 구성요인으로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을 받는

다(Cho & Summer, 2012; Jansen et al., 2017). 특히 온라인 상황에

서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학업지연행동과 중도탈락률은 오프라인 자

기조절학습과 차이를 보인다.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은 학습이나 과제, 시험공부와 같이 학업과 관련한 

일을 미뤄 학습활동을 시간에 맞추어 시작하거나 맞추지 않는 것이

다(박혜성, 이선영, 2020; Rabin et al., 2011). 학업지연행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메타인지와 관련된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덜 사용한다(남경득, 손은정, 2013; 추상엽, 임성문, 2009). 이

러한 지연행동은 중도탈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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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들은 높은 지연행동과 중도탈락률을 보

이며 이는 자기조절학습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주영주 외, 2008, Wong, 2019). 

온라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온라인 학습

자들의 자기조절학습기능 습득 혹은 활용을 촉진하기 어렵기 때문

에(임철일, 2001)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탐

색할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은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에 따라 Broadbent and Poon(2015)은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

조절 관련 전략으로 메타인지(metacognition), 시간관리(time 

management), 노력조절(effort regul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네 가지를 구성 요인으로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Lai와 

Gu(2011)는 온라인 학습 상황과 자기조절에 대해 연구하여 학습자들

은 온라인 활동에서 자기조절을 위해 여섯 가지 기술(감정과 매력을 

조절하는 affection regulation, 학습 과정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는 

metacognition regulation, 사회적 연결과 연관된 social connection 

regulation, 목표를 지속하고 노력하는 goal commitment regulation,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resource regulation, 문화적 이해를 향상하는 

cultural regul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동심 외

(2018)가 고등교육 상황에서 온라인 조절학습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와 해외에서 연구 및 개발된 자기조절학습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자기조절학습 요인을 4가지(메

타인지, 도움요청, 환경관리, 노력지속)로 구성하고, 각 하위요인을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습성과를 얻기 위해 개인의 학습을 확인과 

조정하며, 이 학습 과정에서 동료학습자, 교수자 혹은 튜터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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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학습환경을 정비하며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여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한정윤과 이성혜(2019)는 온라인 학습환경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

를 살펴보며, 높은 자기조절학습을 보이는 학생은 온라인 학습에서 

복습과 반복을 더 많이 하고, 제시된 학습 콘텐츠를 건너뛰지 않고 

착실하게 순서대로 풀어나가며 성실히 학습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조절학습을 가진 학생은 특히 여러 차례 질문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주말 오후 

시간에도 시간을 할애하며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관리 전략을 보였

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지 않은 유형의 학습자는 학습 콘텐츠를 생략하고 수강하

며 복습과 반복 학습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온라인 수업에 의한 학업성취는 학습자 

본인이 성공적으로 학습목표에 달성했는지의 정도로, 학습 자체의 

결과를 의미한다(허균, 2009). 국내에서 진행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홍균(2001)

의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권금주(2010)는 온라인 학습환

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며,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대한 관리와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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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심선경(2013)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도구와 자기조절학습, 그리

고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효

능감, 성취욕구와 같은 내재적인 동기나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부모

와 교사와 같은 유의미한 타인의 지지 및 환경 등이 학습자의 자기

조절 과정을 통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고 그에 따른 유의한 관계를 밝혀냈다. 

심현(201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유

의미한 타인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

조절학습 역량에 관한 피드백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과 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학업성취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모형을 확인한 결과,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과 학

업성취도는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멘토의 자기조절학습 요소 피드백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기조절 학습 중 메타인지조절, 

인지조절, 동기조절,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의 멘토로서 피

드백을 제공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과 그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조절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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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업성취, 학업참여도, 학업만족도 등 학업에 있어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긍정적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온라인 자기조절학습도 높아질 것이고, 궁

극적으로 학업성취 또한 오를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학습에 관

여할 때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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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선행문헌 검토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

도인 자율성 지지가 학업 맥락에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Deci & 

Ryan, 2000; Grolinick & Ryan, 1989; Guay et al. 2001)가 존재하는

데,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여러 방면에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와 정서지원은 자녀의 인지

적 자기조절학습과 몰입을 예측하기도 한다(황혜영, 장유진, 2017). 

부모가 효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관여했을 때, 자녀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Bandura, 1977), 학업성취나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양난미, 이은경, 2008). 이와 반대로, 자율성이 억압

되거나 통제받는 상황에서는 자율성 욕구가 좌절되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의욕이 낮아지며 정서적∙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된다(김아영 외, 2008). 이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

기조절학습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

다(Thomas et al., 2019).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습관여와 관

련한 많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

계를 중점으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문헌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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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김아영(2008)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자기결정 동기유형

인 자율적 조절과 통제적 조절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1,375명을 대상으

로 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에 직접적으로도, 자율적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김아영(2010)은 가정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율성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수진 외(2017) 또한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행동전략을 포함하는 자기조절학습전략간의 관계를 자

기결졍성 동기가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습

자의 자기조절 학습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김홍석과 심혜숙(2009)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은 부모

의 학습관여가 높고 자기조절학습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학습관여

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의 유의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자녀의 학

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

고하며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성과 학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종덕(2001)은 부모의 학습관여에 있어 자녀에

게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을 시 학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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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허용할 시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학습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혜연(2012)은 자녀의 학업

을 위해 행사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 및 심리적 지원이 높을수

록 자녀가 학습상황에서 인지∙동기∙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한

다고 밝혔다. 

박진선과 김정민(2019)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기조절학습 동

기와 성취목표 지향성을 조절효과로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소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율성 지지를 하면 학업 소진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데, 특히 자기조절학습 동기수준과 숙달목표에 따라서 학업 소진

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즉, 부모가 과중한 학업요구와 지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학생은 숙달목표를 지향하고 자기조절학습을 

잘 사용하면 높은 유능감을 느껴 학업소진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최수진과 김명숙(2019)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 학업지원행동을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학습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학업성취수준을 

조절변인으로, 그리고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다집단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학업지원행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적 동기는 향상되었

고, 자기조절학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적 하위집단에서는 부모가 자율성 지지를 지원하는 학업과 관련

된 행동을 하면 자녀의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율적 

동기는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최수진, 김

명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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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o-Pasternakd and Whitebread(2010)는 1980년부터 2009년 사

이에 발표된 22개의 연구를 분석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

기조절학습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며 그 연관성을 밝혔다. 정정애

(2010)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부모의 양

육태도는 자녀가 외부로부터 조절능력을 습득하며 내면화시키는 과

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홍석과 심혜숙(2009)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

과 부모의 학습관여와의 관계와 그에 따른 학업 성취수준을 알아보

았다. 그 결과,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기조절학습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습관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는 유의한 관계임을 보고하

였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자기조절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성과 학습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유리(2018)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

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

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양육할 때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증가하고, 

자아탄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따라서 학업과 관련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기조절학습 증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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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성과 이선영(2020)은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 감

소와 부적응 완벽주의를 낮추기 위해 가정∙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후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적절한 부모 양육태도

를 제시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있어 

통제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정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

으로 하여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헌철과 엄우용(2020)은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양육태도, 자기

결정성동기, 정서지능, 자기조절학습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

계에서 자기결정성동기와 정서지능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여 자기조

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조한익(2011)은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그리고 성취목표가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

에 주는 영향을 성취목표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서

울지역의 초등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 검사, 성취목

표 검사와 자기조절학습 검사를 실시하고, 부모의 학습관여를 독립

변인, 성취목표를 매개변인, 자기조절학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유의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 및 조언

제공과 자녀 존중 및 사랑이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학습정보 및 조언 제공이 자녀의 숙달목표를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

는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결정성, 특히 자

율성 지지를 제공하여 긍정적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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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와 조민아(2013)는 자기조절학습 이론의 선행연구들을 근

거로 삼아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행동이 인지적 자기조절학습 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 및 경

기도 소재의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 자율성 격려와 학업 정보제공을 독립변인으로, 조

절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 행동 중 특히 자율

성 격려가 확인 및 통합된 조절동기, 내적 조절동기, 학업 자아개념

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으며, 부모의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 조절학습 전략에 영향을 주고, 내적조절 동기와 

학업 자아개념을 거쳐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김명숙(2019)은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학생 아동의 자율적 동기간

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조제공은 자기결정성 이

론 중 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을 조직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성이 주어질 때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아동에

게 제공하면 가이드라인이 비계로 작용하여 다양한 선택이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김명숙, 2019). 이러한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율

적 동기 그리고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으로

는, 부모의 구조제공이 자녀의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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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로계수와 학업참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가 

자율성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자율성 지지가 높지 않은 집단에 비

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

제공의 상승효과는 자율성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더욱 유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자율성을 제공할 때 일정한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면 자기조절학습 및 효능감과 학습성취에 더욱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결과를 통해 

자율성 지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방식 존중과 구조제공을 기반으로 

한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필수적인 부모 양육태도라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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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 성별 차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에 대해 성별 차이가 존재하

는지, 자기조절학습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때, 성별 차이를 함께 고려하며 성별에 따라 학습관여를 다르게 

해야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습관여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

식한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는데(이주연, 조연희, 2015; 김원영 

외, 2017; 김혜온, 유계환, 2017),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율성 

지지를 더욱 높게 인지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통제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고 한다(장경문, 2011; 한아름, 2016). 반대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학습관여를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

구(한아름, 2016; Sui-Chu & Willms, 1996)도 존재한다. 부모의 학습

정보 제공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데, 부모

가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여학생보다 남학

생의 그릿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학습정보제공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박찬

호, 황명환, 2019). 또한, 자율성을 과잉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태

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학습 무동기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더 크고, 자율성이 학습 무동기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더 작다(김

혜온, 유계환, 2017).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손보영 외, 2012; 임양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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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난과 박분희(2021)의 일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성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

는 강요를 제외하고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에도 성별 차이는 존재하는데, 다양한 문화권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전략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박혜영, 2019; 주영

주 외, 2013).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조절능력에 있어목표지향성, 

내재적 가치, 인지전략, 초인지-점검, 초인지-계획, 시간과 공부 조

절, 조력추구 등이 더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습행

동 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가 존재한다(정미경, 

2011). 자기조절학습 전략 측면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기록을 보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환경 관리를 하고, 목표 설

정과 계획을 세우며, 환경을 조직화하고, 자율적으로 더 많은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이와 같은 맥

락으로, 여학생은 교과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을 보다 다

양하게 활용하고, 남학생은 교과와 관계없이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

인을 활용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윤연

기, 김판희, 201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동기가 더 높고 공부를 

하기 위해 시간관리 등 다양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선행연구

가 존재하는 반면, 중학교 남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여

학생에 비해 오히려 높은, 즉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도 존재한다

(Kim, 2015).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들과 반대로, 성별의 차

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학

습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허정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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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 김유미, 2015). 

혼재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혹은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조절학습 정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별의 차

이가 존재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

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성별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 선행연구에서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

독∙애정의 양육방식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록 

자기조절학습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임양미, 2014), 앞

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른지 혹은 선행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살

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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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변인과의 관계

부모의 학습관여는 가정환경, SES, 개인적 특성, 학습적 특성, 

부모-자녀 관계, 부모 성별 및 자녀 성별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상관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 친밀감과 

부모의 직업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를 수 있다(박혜성, 이선영, 2020). 박혜성과 이선영(2020)은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 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보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보다 학업 행동에 

있어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로 자녀는 어

머니와 더욱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심리적 통제를 전반적으

로 자신을 위한 관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친밀감이 부족

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백지

은, 이승연, 2016). 이처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율성지지 및 심리

적 통제는 자녀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장경문, 2011). 

학생의 학습적 특성 중 하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 수행을 할 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힘든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다.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도전적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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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여도 끈기있게 지속적으로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갖

게 해준다(김아영 & 박인영, 2001; Bandura & Schunk, 1981). 부모

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다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Gonzalez-DeHass et al., 2005)와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및 진로성숙도 진로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김대

영 & 정주리, 2018; 장영은, 2010)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자기조절학습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자기조절적인 학습자는 고도의 자기효능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모두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학

습전략과 상관이 있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Pintrich와 DeGroot(1990)는 자

기조절학습의 동기적 요소를 강조하며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이 때 

동기적 신념에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내적가치와 시험불안으로 구성

하고 자기조절학습전략에는 인지전략사용과 자기조절을 포함시켰다.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직접적인 효

과에 대한 연구(Gonzalez-DeHass et al., 2005)와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진로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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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대영, 정주리, 2018). 이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자

녀에게 자기조절학습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진로효능감, 자기효능

감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부모의 부정적

인 학습관여는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꼽힌다(송인섭 & 박성윤, 

2000).

부모의 가정환경(가구소득, 부모감독)은 부모의 양육과 자기조

절학습 간의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소

득 가정의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 양육 비용을 부담하기 위

해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최경순, 정현희, 1996). 이러

한 맞벌이 가정 혹은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의 자녀는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있어야하는 경우가 더 많이 보고된다

(Votruba‐Drzal, Lindsay, 2004). 이러한 자녀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인지적∙사회적∙정서적인 발달이 

부족하다(윤영애, 2014). 이러한 부모감독과 가정환경에 따른 가정환

경의 영향은 자기조절학습과 정서 및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

다(천희영, 2014). 

이처럼 부모의 학업태도 및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

계에 있어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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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특히 남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뿐 아니라 자신감, 자기효능

감, 내적동기, 학업성취, 무동기에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주

요하게 고려하여 성별 차이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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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일반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5학년과 6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56명(남 186명, 여 17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집단별 구성은 아래 <표 Ⅲ-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5, 6학년은 자기조절학습을 경험했을 시기이며,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신의 자기조절학습을 지각할 수 있는 나이일 뿐만 아

니라, 코로나19 이전에 학교를 다니던 시기를 통해 학습이라는 개념

에 이미 익숙해졌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

한 저학년 아동(1~3학년)의 경우 스스로 공부환경을 조성하고 통제

하며 학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는 저학년 초등학생

의 경우,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을 연구대상자로 삼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규칙을 따르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등의 자기

조절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자기통

제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내범화시키기 때문이다(허정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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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lnick 외 (1991)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지각과 그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동기와 그리

고 궁극적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그 결과, 어머니

와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와 관여는 아동이 지각한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높은 통제 수준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유능감과 독립적인 자기조절을 보였으며, 학교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Grolnick & Ryan, 

1989). 또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시기가 자기조절학습의 결정적 

시기로(Armstrong, 1989) 자율감, 유능감, 관계성과 같은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학습동기가 발휘 및 촉진되므로(Deci & 

Ryan, 2000) 부모가 자녀 학습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기조절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초

등학생 5, 6학년이 연구대상자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연구

를 살펴보면, 김아영(2008)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

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스스로 생각을 결정하고 자신을 통제 혹은 관리를 하기 시작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학습관여와 학

생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석

과 심혜숙(2009)은 전환기 초등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 부모의 학

습관여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김대영과 정주리(2018)는 부모의 긍정적 학

습관여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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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토대로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를 인식할 수 

있고, 자기조절학습이 가능할뿐더러 내면화한 자기조절학습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의 5, 6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대상자와 참여 도중 더 이

상 참여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불성실

하게 응답한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번호로만 연속

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연구 설

문 중간에 참여자가 연구 설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2개

의 선택지 중 고를 수 있는 객관식 문항을 넣었다. 예를 들어, 온라

인 공부법과 관련된 문항 섹션을 시작하기 앞서 원격수업 이미지를 

첨부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격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수업, EBS 수업 등을 생각하시

면 됩니다.”라고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 “지금 내가 답하

고 있는 공부 수업 환경은 _____ 상황이다”를 질문하)“1. 집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한 원격수업 (온라인 비대면 수업)”“2. 학교 교실

에서 공부하는” 중에서 답을 고르게 하였다. 이 때 2번을 골라 오

답을 제출한 참여자는 본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간

주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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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참여자 집단별 구성

합계

학년

5 137 (38.5)

6 219 (61.5)

성별

남 186 (52.2)

여 170 (47.8)

합계 (%) 356 (100)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도구로는 Deci(1995)가 개념을 제안하고, 

임은미(1998)가 제작한 것을 기반으로 김종덕(2001)의 수정을 거친 

김연수(2008)의 학습관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종덕(2001)이 개발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이며 5개

의 하위요인(학습선택권부여, 민주규칙제공, 적정성과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습정보제공)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관

여 척도는 김연수(2008)가 김종덕(2001)의 척도에서 추죽 분해법

(principal axis method) 및 Varimax법을 사용하여 10문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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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김연수(2008)가 개발한 측정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부모의 학습관여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재구성되어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9문항, 학습방식 존중 4문항, 학습성과 압력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 주

신다.” , 학습방식 존중 문항으로는“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

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하신다.”, 

학습성과 압력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 하

신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의 값은 .883이며, 긍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859, 학습방식 존중은 .811, 그리고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

력은 .895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관여의 신뢰도는 다음 <표 Ⅲ-2>

와 같다. 

<표 Ⅲ-2> 부모의 학습관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 역채점 문항

부모의 
학습관여

하위영역 문항 구성 신뢰도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1, 2, 3, 4, 5, 6, 7, 8, 9 .859

.883학습방식 존중 10, 11, 12, 13 .811

학습성과 압력
(역채점)

(14), (15), (16), (17), 

(18), (19), (20)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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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로 김동심, 이명화, 이영선(2018)

이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활용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는 따라서 

통합적 측면의 자기조절학습을 다루며 메타인지, 도움요청, 환경관

리 및 노력지속 각 4개의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김동심 외(2018)의 온라인 자기조

절학습 측정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이므로 문항을 아

동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메타

인지 문항으로는 “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대면 수업과 다른 학

습법을 사용한다.”, 도움요청 문항으로는 “나는 수업의 내용이 이

해되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환경관리 

문항으로는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알고있다.”, 노력지속 

문항으로는 “나는 수업에 흥미가 없어져도 끝까지 끝마칠 것이

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전체 신뢰도 Cronbach의 값은 .86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하위영역 문항 구성 신뢰도

메타인지 1, 2, 3, 4 .709

.866
도움요청 5, 6, 7, 8 .682

환경관리 9, 10, 11, 12 .749

노력지속 13, 14, 15, 16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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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먼저 본 연구를 실시하기 앞서 예비실험을 실행하였다. 예비실

험 준비 과정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려운 단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

한 수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3명과 교육심리 박사과정을 수료

한 전문가 2명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의 적합성과 하위 구성

요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을 수집한 후에는 문항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9월 중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IRB를 승인받고 연구 윤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연구 참

여에 동의한 학교의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를 모집하여 예비연구는 9월 중, 본 연구는 10월 

중 진행하였다. 담임선생님을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5, 6학

년 교실에 부착하고 아동 및 법정대리인에게 모집 문건을 전달하였

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

학습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발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

며.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담임 교사의 안내 

아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구글 서베

이(Google Survey)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실시되었기에 연구 참여자는 개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설문 링크에 접속하고 설문 답변을 작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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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참여 동의를 구하는 질문

이 주어졌으며, 연구에 참여를 원한다고 선택하면 본격적으로 설문

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

작하면 학생의 학교 지역, 학년, 성별과 같은 기본 정보를 답하게 되

었으며,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습관여를 조사하기 위해 학습정보 제

공 9문항, 학습방식 존중 4문항, 학습성과 압력 7문항 총 18문항을 

Likert 5점 척도 중 1~5점 사이로 학생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

게 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메타인

지, 도움요청, 환경관리 및 노력지속 각 4개의 문항씩 총 16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중 1~5점 사이로 선택하여 답하게 안내하였다. 

연구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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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절차 소개

▼

2. 연구 확인 및 동의

3. 온라인 설문

▼

4. 독립변수 측정 – 부모의 학습관여(20문항)

▼

5. 종속변수 측정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16문항)

▼

6. 설문 종료

[그림 Ⅲ-1] 연구 진행 절차 및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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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 및 연구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

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정

을 위하여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를 알아본 후, AMOS를 사

용하여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설정 및 검정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파악하여 변인 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상분포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의 상관을 확

인하고,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가 .600 

이상인지 확인하여 연구참여자가 일관되게 응답을 하였는지 판단하

였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이 본 연구에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를 구분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

태에서 변인 간의 관계가 파악 가능하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매

개효과분석, 다집단 분석, 종단자료 분석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

다는 장점을 보유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별 차이를 살펴보는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에 적합한 분

석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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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지 비교하고자 하였다(이진실, 2013; 홍세

희, 2000). 본 연구에서 결측치를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을 진행

하며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모형 적합도 지수와 모수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 간의 구조적 모형을 검정하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값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카이제곱 값과 함께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CFI, 

TL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의 값을 보이면 좋

은 적합도로 본다. RMSEA는 90% 신뢰구간의 상한선이 .10을 넘지

않으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의 값을 보이면 적절한 

적합도, .08에서 .10이면 보통의 적합도, 그리고 .10 이상이면 수용 

불가능한 적합도로 평가한다(Steiger, 1990).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며 두 

집단간에 설정한 모형의 형태가 동일한 지, 요인구조가 동일한 지, 

구조계수가 동일한 지와 같은 집단 간 동일성의 정도를 순차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잠재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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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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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가.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의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Ⅳ-1>에 제시하였다. 각 측정변

인의 경향성과 정규성 확인을 위해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Ⅳ-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학습관여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3.56 0.76 -.298 -.211

학습방식 존중 3.56 0.94 -.564 .086

학습성과 압력 3.93 0.95 -.930 .089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메타인지 2.81 0.84 -.013 -.276

도움요청 3.22 0.86 -.226 -.229

환경관리 3.39 0.94 -.162 -.510

노력지속 3.55 0.91 -.365 -.222

(N＝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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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013 ~ .930이고, 첨도의 절대

값이 .086 ~ .510으로 나타났으므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 이하

이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일 경우 

단변량 정규성을 충족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5).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표본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의 상관관계는 <표 Ⅳ-2>에, 잠재변인을 측정

하는 7개의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는 <표 Ⅳ-3>에 제시하였다.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에 .9 이상을 나타내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구체

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에서 학습성과 압

력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메타인지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130)을 이루고 유의수준 .01에서 노력지속과 유의한 정

적 상관(.139)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요인인 도움요청과 환경관리 

요인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상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른 학습관여 요인들에 비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과 ‘학습방식 존중’

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부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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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긍정적인 행동 유형이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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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잠재변인의 상관관계

N＝356, *p < .05, **p < .01

<표 Ⅳ-3>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부모의 
학습관여

1.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

2. 학습방식 존중 .423** -

3. 학습성과 압력 .182** .462**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4. 메타인지 .325** .157** -.130* -

5. 도움요청 .413** .277** .007 .417** -

6. 환경관리 .467** .371** .075 .492** .456** -

7. 노력지속 .368** .358** .139** .464** .325** .525** -

N＝356, *p < .05, **p < .01

1 2 3 4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

학습방식 존중 .423** -

학습성과 압력 .182** .462**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516** .384**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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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온라인 자기조

절학습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앞서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

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CFA)을 실시하여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였

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카이제곱() 값이 =577.819 (df=24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1) 모형과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을 기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기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0). 이

에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CFI=.909, TLI=.898, RMSEA=.062(90% 신뢰구간 

.055 ~ .068)로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측정모형이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을 때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값이 .509에서 .815 사이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함을 고려할 때(Hair et al,, 1995) 

모든 측정변인이 .50 이상의 값을 가져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인부하량의 값은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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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표 Ⅳ-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p < .001

모형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2 577.819(246) 0.909 0.898 0.062(0.055~0.068)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1 1 0.589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2 1.101*** 0.11 0.684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3 1.096*** 0.116 0.629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4 1.272*** 0.121 0.734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5 1.22*** 0.117 0.723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6 1.002*** 0.112 0.582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7 1.229*** 0.12 0.705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8 0.885*** 0.11 0.509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9 0.988*** 0.109 0.59

학습방식 존중

학습방식 존중1 1 0.683

학습방식 존중2 1.11*** 0.094 0.747

학습방식 존중3 1.129*** 0.094 0.76

학습방식 존중4 1.127*** 0.101 0.697

학습성과 압력

학습성과 압력1 1 0.647

학습성과 압력2 0.979*** 0.078 0.789

학습성과 압력3 0.976*** 0.082 0.743

학습성과 압력4 1.046*** 0.087 0.752

학습성과 압력5 0.931*** 0.082 0.692

학습성과 압력6 1.08*** 0.084 0.815

학습성과 압력7 1.009*** 0.082 0.773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메타인지 1 0.642

도움요청 0.957*** 0.105 0.598

환경관리 1.36*** 0.126 0.782

노력지속 1.108*** 0.1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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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구조모

형의 추정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최대우도법을 통해 연

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표 Ⅳ-6>과 [그림 Ⅳ-2]와 같이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긍정적인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과 온라인 자

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 경로계수(=.666, p<.001)와 ‘학습방식 존중 ➞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 경로계수(=.638, p<.001)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학습방식을 존중한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적인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력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 ‘학습성과 압력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경

로계수(=-.386, p<.001)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학습성과 압력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낮은 온라인 자기조절

학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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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Ⅳ-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표 Ⅳ-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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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0.414*** 0.058 0.666

학습방식 존중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0.339*** 0.046 0.638

학습성과 압력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0.177*** 0.03 -0.386



- 67 -

3. 남녀 집단 간 비교분석

   가. 남녀 집단 간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

중, 학습성과 압력,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의 접근방법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

(measurement invariance), 구조계수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순으로 

검증하는 것이다(Byrne, 2013). 먼저 집단 간 아무런 동일성 제약을 가하

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적합도를 검증하는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해 남녀 

집단 간 요인 구조가 동일한 지 검증한다. 형태동일성이 충족되면 측정모

형이 집단 간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 그 

후, 구조계수가 집단 간 동일한 지 검증을 한다. 다집단 분석 검증 결과는 

<표 Ⅳ-7>와 <표 Ⅳ-8>에 제시하였다. 

<표 Ⅳ-7>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비고

모형1: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918.818(492) 0.886 0.872 0.05(0.045~0.054) 채택

모형2: 
측정동일성 940.915(512) 0.885 0.876 0.049(0.044~0.054) 채택

모형3: 
구조동일성 955.759(522) 0.884 0.877 0.048(0.044~0.053)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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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동일성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며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918.818 (df=492), 

p<.001, CFI=.886, TLI=.872, RMSEA=.05(90% 신뢰구간 .045 ~ .054)로 나타

나 형태동일성을 충족하였다.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남녀 집단에

서 동일한 측정변수에 의하여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측

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남녀 집단에 동일

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무제약 모형과 남녀 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

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

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사용하기도 그러나, 

카이제곱 차이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손수경 외, 2019).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할 때 ΔCFI는 .01(Cheung & Rensvold, 2002), Δ

RMSEA는 .015(Chen, 2007)를 초과하지 않으면 측정동일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의 적합도 차이 값은 <표 Ⅴ-8>

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ΔCFI=-.001, ΔRMSEA=-.001 이므로 측정동일

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을 충족하였으므로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가 동일한 지 검

증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잠재변수 간

의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CFI

와 RMSEA 차이 검증을 적용하였을 때, CFI와 RMSEA의 차이값이 측정동

일성 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조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계수가 남녀 집단에

서 동일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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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적합도 차이

모형 Δ Δdf ΔCFI ΔTLI ΔRMSEA

모형1 vs 모형2 22.097 20 -0.001 0.004 -0.001

모형2 vs 모형3 14.844 10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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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녀 집단 간 잠재변인 평균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남녀 집단에 따른 잠재변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잠재변인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은 형태동

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충족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먼저 남녀 집단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적합도

를 통해 형태동일성 충족을 확인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

과, =918.818 (df=492), p<.001, CFI=.886, TLI=.872, RMSEA=.05(90% 신뢰

구간 .045 ~ .054)로 나타나 형태동일성 충족을 확인하였다. 형태동일성을 

확인 후,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부여한 모형과 기저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차이 값은 Δ

CFI=-.001, ΔRMSEA=-.001로 나타나 측정동일성 충족을 확인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9>, 모형의 적합도 차이 값은 <표 Ⅳ-10>에 제시

하였다. 

<표 Ⅳ-9> 남녀 학생 집단별 동일성 검증

모형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비고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918.818(492) 0.886 0.872 0.05(0.045~0.054) 채택

측정동일성 940.915(512) 0.885 0.876 0.049(0.044~0.054) 채택

절편동일성 943.205(515) 0.885 0.877 0.048(0.044~0.053) 채택

분산동일성 953.992(521) 0.884 0.877 0.048(0.044~0.053)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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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동일성을 확인한 후 절편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절

편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부여한 모형을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차이 값은 ΔCFI=-.007, ΔRMSEA=-.001로 나타나 절편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0> 남녀 학생 집단별 검증에 대한 차이

충족된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확인 후, 잠재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에서 남녀 집단 중 하나의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여 나머지 한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을 참조집단으로 설

정하여 0으로 고정한 후 여학생의 잠재평균을 분석하였다.

효과 크기를 산출할 때 남녀 집단에서 산출한 잠재평균의 분산이 동

일하면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 분산동일성 가정에 대한 

가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분산동일성 모형은 절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는데, ΔCFI=-.001, ΔRMSEA=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에 분산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효과 크기의 값은 공통 표준편차

를 통하여 산출하였다(Cohen, 1988). 

모형 Δ Δdf ΔCFI ΔTLI ΔRMSEA

모형1 vs 모형2 22.097 20 -0.001 0.004 -0.001

모형2 vs 모형3 2.29 3 -0.007 0.001 -0.001

모형3 vs 모형4 10.787 6 -0.00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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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잠재평균 

차이 분석 결과, 학습방식 존중과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평균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성과 압

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해 부모의 학습방식 존중(d=.41)을 높게 지각하고,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d=.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효과 크기

가 유의수준 .001에서 .75로 나타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이 남녀 간의 차

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11> 남녀 학생 집단별 잠재평균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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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변인 남학생 여학생
효과 

크기(d)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0 0.05 0.11

학습방식 존중 0 0.24** 0.41

학습성과 압력 0 0.06 0.07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0 0.21***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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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를 모두 확

보했기 때문에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로

계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차이검증(difference test)에 의해 실시하였

다(Laroche et al., 2003). t값은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설명해주는 값

으로 절대값 1.96보다 크게 나타나면 ‘집단 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을 기각하게 된다. 

각 집단별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경로계수 차이 값은 

.916으로, ‘학습방식 존중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경로계수 차이 값

은 –1.105로, ‘학습성과 압력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경로계수 차이 

값은 1.219로 1.96보다 값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값

이 더 큰 경로계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남녀 집단 별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와 경로계수 차이는 <표 Ⅳ-12>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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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남녀 학생 집단별 경로계수

*** p < .001

경로 성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비고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남 0.480*** 0.107 0.560

0.916 기각

여 0.352*** 0.090 0.413

학습방식 존중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남 0.222 0.080 0.316

-1.105 기각

여 0.368*** 0.105 0.490

학습성과 압력 ➞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남 -0.126 0.053 -0.208

1.219 기각

여 -0.238 0.075 -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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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

절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긍

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은 온라인 자기

조절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

성과 압력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부모의 학습관여를 독립적인 변인으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남녀 집단에 

따른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문정선, 문경숙, 

2018; 김연수, 2008; 조한익, 2011). 부모의 학습과 관련한 행동은 자녀

의 자율성을 충족시키고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Pomerantz et al., 2005). 부모의 학습 관여

는 자녀의 학습 흥미와 자신감과 동기를 향상시키며 (Grolnick et al., 

1991), 자기조절능력과 책임감 및 행복감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Gonzalez-DeHas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

에게 강압적으로 학습을 강요하며 부정적으로 학습에 관여하기보다 긍

정적으로 유도할 때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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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다(정하나, 김유미, 2015; 김연수, 2008). 

둘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학습에 관여할수록 자기조절

학습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문정선, 문경숙, 2018; 박소

희, 조민아, 2013).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제공하거나 자

녀를 존중 및 사랑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자율성을 격려해주는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거나 목표를 세우고, 자신

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제하거나, 환경을 관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과 같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인 학습성과 압력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학습 맥락에서 성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때 자기조절학

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문정선, 

문경숙, 2018). 부모나 교사의 통제 및 학업 압력은 아동에게 스트레스

를 증가시키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지적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다(김종백, 김준엽, 2009). 부모가 자녀의 학업

능력 및 자율성을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관점에서 높

은 성과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자녀를 비

교하며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실망감을 내비치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부모의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

력,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부모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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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았다. 여학생 집단에서 학습방식 존중과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학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중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모가 자신의 학습

방식을 존중해주며 자율성을 지지에 대한 지각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율성 지지 인식 정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성수, 2014).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

교해 자기조절학습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주영주 외, 2013; 박영

신 외, 2002)와 일치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온라인 자기조절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

습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수록 자기조절학습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임양미, 2014)

의 결과와 일치한다.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학습

관여 전략은 성별에 따라 차별화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전략 및 관계를 가지고 학습에 관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가 지니는 의의 및 교육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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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맥락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살펴보는 연구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습득 시기에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을 파악한 본 연구는 지금의 온라

인 교육 추세를 비추어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특히 

전에 겪지 못한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부담과 친구 및 교사와 상호작용하지 못한

다는 아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을 다독여

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부모이기에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학

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및 지지해주고, 학업과 관련된 정보 및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관

련 변인을 살펴본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한다면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온라인 맥락에서 자기조절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이 낮게 나타나는 학생들에

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를 높게 지각

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적 학습관여를 낮게 지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

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에게 통제 및 압력으로 지각되지 않도록 개

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부모의 학습

관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 장면에서 자기조절학습을 돕

는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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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여가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성

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부모의 학습관여 영향력은 남학생과 여학

생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관계에 

있어 성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역할 규범이 사라지며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이선이 외, 2008; 

Deković, 1999) 부모는 자녀의 성별을 떠나서 동일하게 학습에 관여해

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학업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성취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

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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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으며 그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온라인 교육이 필수가 된 시대에 맞춰 온라인 학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연령대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을 살펴보면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연구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둘째, 부모 변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변인 또한 학생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수진 외, 2017; 신종호 외, 2015). 교사의 신념과 수업방식, 자율성 

지지와 같은 요인은 학생의 학업성취,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

습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에(이수진 외, 2017) 학교 및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부모의 지원과 교사의 지원을 비교하거나 병행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검사도구를 사용했으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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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자들이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연구대상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학습관여를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

며, 인터뷰 및 관찰과 같은 질적 방법을 병행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

일 필요도 존재한다. 또한, 웹 기반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며 log 데이터를 수집하며 분석을 할 수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로써 이론적 배경을 통해 부모의 학습관여

가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두 변인 간의 상

호 관련성을 밝혔다. 그러나 상관연구의 특성 상 인과적 관계를 설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인과관계를 밝혀주지 못하는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온라인 자기

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녀 개인 혹은 학습적 특성 및 환경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부모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학습관여가 

자녀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와 함께 자녀의 특성 및 환경 맥락에 따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여 및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과 상관관계가 존재

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 신뢰 및 부모 성별과 같은 부모와 관

련된 요인과 가구소득, 부모감독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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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의 특성 상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않

고, 연구자가 관심있게 살펴본 변인인 부모의 학습관여에만 초점을 두

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으로 부모의 학업관여 외로 부모의 성별, 가정환경(가구소득, 부모감

독),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논의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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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기본 정보

다음 질문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등학교 지역을 적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연구는 초등학생이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리

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공부를 도와주시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누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거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질문은 시험이 아니라 정답이 있지 않습니

다. 평소 우리 부모님과 내가 공부하던 상황을 떠올리며 나에게 가장 비슷

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1월 이후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삭제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을 비밀로 하기 위해 이름을 수집하지 않을 예정이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정답이 없으니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어주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심리전공 석사과정 조수민

초등학교 지역

성별 ➀ 여자 ➁남자 

학년 ➀ 5학년 ➁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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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모의 학습관여

다음 질문은 부모님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관

한 설문 문항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하
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 하신
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
다가 나에게 전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이야기
를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공부목표와 성적을 나와 
함께 검토 하시며 더 알맞은 목표를 세
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의 공부나 진로, 진학에 관
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공
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
하지 못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성적이 잘못 나오거나 공부를 
따라 하기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
구보다 더 잘 해라’라고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
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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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모님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
적이 오르지 않으면 실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시험성적이 잘못 나오면 공부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려워 하는지를 알
고 도와주려고 애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
아도 혼내지 않고 공부하기 싫은 내 마
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함께 
찾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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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해 온라인으

로 수업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격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수업, EBS 수업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대면 수업과 

다른 공부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업을 들은 후,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을 들은 후, 수업과 관련한 내

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사용하는 공부 방법이 적절

한지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 중 수업 내용과 관련해 친구 

혹은 선생님과의 토론 및 토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 혹은 선생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수업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친구에게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금 내가 답하고 있는 공부 수

업은 _____ 상황이다

➀ 집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한 원격수

업 (온라인 비대면 수업)

➁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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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
나는 수업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수업의 공지사항과 같은 안내사항

을 규칙적으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수업의 과제, 퀴즈 등을 시간에 맞

추어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업이 지루해도 집중하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수업을 듣는 동안 다른 일을 동시

에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재미가 없는 수업도 열심히 듣는

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업에 흥미가 없어져도 끝까지 

끝마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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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tudents' 

Perceive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Soo Min J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tudents' perceive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because the importance of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is emphasized because of COVID-19 and the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Therefor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e of the factors that most influenc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rning, needs to be examined along with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1. pro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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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information and advice, 2. respecting learning styles, 3. 

pressuring learning outcomes) and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an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through multi-group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self-reporting parental involvement and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tests on 356 elementary school students (186 

males and 170 femal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Second, the positiv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providing learning information and advice and respecting 

learning styles, had a positive effect on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Third, pressuring learning outcomes, which is a negativ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negatively affects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Fourth,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o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It was found that 

female students perceived higher positiv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especially respecting learning styles, than male students 

and showed higher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variables on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positive pa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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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volvement in online learning. In conclusion,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could be increased if parents support 

students’ autonomy and provide learning-related information and 

advice rather than pressure and negative coercion on their children.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positiv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negativ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Student Number : 2020-2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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