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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

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수

도권 4년제 대학 재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업 스트레스 척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

부모의 학업성취도 기대를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

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팬텀변수

를 통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1.6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

업 스트레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부적 상관을, 학업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매개하거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순

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방법, 결과 그리고 상담 및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연구된 대학

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발생하

는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이 대

학생에게도 유의한 환경 변인임을 제기하여 향후 대학생의 학업 관련 연

구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변인을 제공하였다.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Wang & Heppner(2002)의 척도를 통해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을 측정하여 기존 척도의 낮은 타당도를 보완하였으며, 김아영(2002)

의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사용하여 동기에 반영된 전반적 자기결정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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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또한, 연구결과의 측면에

서, 본 연구는 네 가지 변인이 포함된 연구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자기결

정성 이론, 사회부과 완벽주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을 검증하고 통합

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

정 내 환경 변인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인지적 기제를 연구함으로

써 상담학적 개입과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어 :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

학  번 : 2020-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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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 발달 단게

인 신생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분류된다(Arnett, 2000). 20

세기까지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는 신생 성인기를 초기 성인기로 분류하

였으나, 21세기의 대학생과 30대 성인은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에는 상

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우선, 대학생은 이차성징을 경험하고 부모님과 

동거하며 학교 기반 교우 관계에 의존하는 청소년기의 주요 특성을 보이

지 않는다. 또한, 현재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일반 성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상기한 사회 

맥락적, 발달적 차이에 근거하여 성인. 청소년과는 다른 대상으로서 연

구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면서도 진입한 환경에서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느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

정, 유지현, 2008). 특히‘대학입시’라는 획일적 목표를 쫓으며 수동적

으로 살아갔던 고등학생 시절과 달리 갑작스럽게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는 상당한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가장 상담으로 다루고 싶

은 주제’ 중 하나이며(박외숙, 1995; 송현종, 1996), 남학생 25.6%, 

여학생의 27.1%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은영, 이승림, 

2018). 2018년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대학생의 심리적 위

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2600명 중 24.7%는 학업 적응과 

관련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오혜영 외, 2018). 

  한편,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Barrera & Baca, 1990; Erina 

et al., 2005; Oroson & Grant, 1993), 수면장애 및 신체 증상(이은

희, 2014)의 위험요인이며, 적절한 개입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품행 문

제(김재엽 외, 2013; Block & Kremen, 1996)와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심리 변인이지만(이서원, 장용언,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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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게 연구되어왔다(이숙정, 유지현, 2008).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간호

대학생, 의과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특수 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보편적인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신소

홍, 2014; 양윤경 외, 2014; 이미현, 박미숙, 2014). 또한, 학업 스트레

스를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해당 

발달 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따른다(김영상, 2003; 박지현, 김은희, 2017; 유계숙, 신동우, 2013; 윤

향숙 외, 2011).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도권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확장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독립적이고 영역 특

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 관심, 성

취 기대 및 역할 기대’를 의미하며(홍은자, 2001), 자녀의 학업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환경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오정희, 선혜연,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를 비롯한 학업적 부적응에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문비 등, 2021), 성별, 

학교급,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선혜연, 오정희,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학령기 청소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Wang과 Yeh(2005)는 부모의 야망(parent’s aspiration)이 간호대학

생들의 시험 보는 행위, 자신의 야망, 학습, 선생님의 야망 다음으로 다

섯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밝혔다. Liu(2002)는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이 아시안 아메리칸 남자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

을 끼친다고 밝혔고, Deb 등(2015)은 63.4%의 대학생들이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두 변인 간 관계는 성별, 나

이,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신소홍(201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연구자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밝히며 지나친 부모의 개입을 지

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여러 인구통계학적 

특성 상관없이 대학생 전체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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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고려할 때(Deb et al., 2015) 신소홍(2014)의 연구는 더 넓은 집

단에서 재검증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트레스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단순히 

환경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 자극을 어떻게 인

지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다

(Lazarus & Folkman, 1984, 1987). 즉,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에 의해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에 대한 인

지적 평가와 대처 과정을 매개하여 유발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 스

트레스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과 학업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개인 내적인 인지 변인들을 탐색해 볼 필

요가 있다. 본 이론에 근거한 이와 같은 접근은 스트레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돕고, 치료적, 예방적 개입을 시사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인지적 

과정을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00)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Hewitt & Flett, 1991)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자기결정성 이론은 활력, 안녕감, 고갈, 불행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맥락적 요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17; Deci & Ryan, 2008). 인간의 번영과 사회 맥락

적 요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기는 매개의 개념으로 사용되었

는데(Deci & Ryan, 2012) 주로 사회 맥락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동기

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이 번영하는 정도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17). 본 이론에 따르면 

선택권을 제공하는 지지적인 환경은 유능성과 자율성을 충족시켜(Deci 

et al., 1999; Deci & Ryan, 2000)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반면, 감

시, 평가, 위협을 동반하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자율성과 유

능성을 좌절시켜 내적 동기를 저하시킨다(Bansteenkiste et al., 2004; 

Deci et al., 1989, 1981). 또한 더 높은 자기결정성에 의한 행동일수

록 수행의 지속력이 길어지고 결과물의 양과 질이 높아지며, 건강과 안

녕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yan & Deci, 2017; Deci et al., 

2016). 

  자기결정성 이론은 교육과 학업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 및 논의되어왔

다.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을 비롯한 부모의 통제적 환경은 내재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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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저하하며 외재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전반적인 동기의 자기결정

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으며(deCharms, 1968; Deci & Ryan, 

1980; Heider, 1958; Ryan et al., 1997),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

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업 지속성, 정적 정서 정도가 높아지고 낮은 학

업적 허무주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Vallerand et al., 1989, 

1993). 

  국내 학업적 자기결정성 연구 또한 이러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지지

하고 있다. 유지현, 장경문(2007)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습 동기

에 반영된 자기결정성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신아, 오

인수(2014)는 외적 조절에는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내적 조절에는 부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여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을 저해한

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은주(2017)는 메타분석을 통해 내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이 학

업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작은 효과 크기를 나타내고, 부

과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각각 중간과 큰 효과 

크기임을 밝혀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와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가 부적임

을 지지했다. 이는 높은 자기결정적 동기로 학습하는 학생일수록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지속 의향이 높고, 학업 허무주의를 경험할 확률이 낮다

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Vallerand et al., 1989, 1993).

  자기결정성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매개한다는 가

설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껏 세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순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는 부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매

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낮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공하는 설명 방식에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개인

이 지닌 자율성과 유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을 수가 없다는 설명을 제공한다(Bansteenkiste et al., 2004; Deci 

et al., 1981, 1989; Ryan & Deci, 2017). 그러나 자기결정성과 자율

성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은 동어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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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정성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자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다(김아영, 2010). 또한, 본 설명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율성과 유

능성을 낮추기까지 일어나는 개인 내적인 역동을 설명하지 못해 상담 개

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를 보충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

회부과 완벽주의란 주요 대상에 의해 부과된 비현실적 기준과 기대를 달

성해야 하는 완벽주의를 의미한다. Hewitt과 Flett(1991)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경험하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을 경험한 뒤 주요 타인의 불승인과 거절을 피하는 것에

만 몰두하게 되어(김민선 외, 2000; Flett et al., 1994), 높은 외적 동

기와 낮은 내적 동기를 보이게 된다고 제안한다. 이는‘다른 사람의 기

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목소리가 내재적 동기 수준을 낮춘다

는 것을 발견했던 Ryan(1982)의 실험을 비롯한 자기결정성 이론과 일

치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모의 높은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져(Flett, 200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도 유의한 관계를 맺는다. 

국내에서는 이유미와 정주리(2016), 서명희(2019), 정종희(2009)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유발해 시험불안을 높임을 

밝혀내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유발함을 반복 검

증했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

는 이러한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업 스트레스

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 스트

레스에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대학생

들의 학업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장면에서의 실제적 논

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Lazarus & Folkma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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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두 변인의 순차적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결정성 학습동

기,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끼

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정적 영향

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부적 영

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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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4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부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1.5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1.6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끼

칠 것이다.

연구문제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2.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자기결정

성 학습동기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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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업 스트레스

(1) 학업 스트레스의 정의

  학업 스트레스는 명확히 정해진 정의 없이 일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으로 제시되거나(정철상, 2011), 시험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와 혼용

되어 연구되었다(Putwain, 2007).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일상 

속 곤란함에 따른 근심, 초조함, 긴장보다는 영역 특수적이고 시험, 성

적, 과제 각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포괄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김

진아, 2015). 여러 선행연구들은 개념의 영역 특수성과 포괄성을 고려

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정의하려 노력하였고 <표 1>은 이러한 노력을 제

시하고 있다.

<표 1> 학업 스트레스의 정의

연구자(연도) 정의

오미향,

천성문(1994)

학생들이 학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사적 스트레

스(성적, 공부, 시험, 수업), 관계 스트레스(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 환경스트레스(가정, 학교, 

학교주위 환경)와 진로스트레스를 포함

박병기, 박선미 

(2012)

학업적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

심, 우울, 초조함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총칭

이솔비(2014)
학업과 관련된 일로 학생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

는 것과 같은 심리 상태의 불균형

황은지(2015)

학업 장면에서 내·외적 자극으로부터 느끼는 좌

절, 압력 또는 압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긴

장, 근심 등과 같은 심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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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 간 정의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학업 스트레스는 시

험, 성적, 수업에 해당하는 학업적 상황에 국한하여 발생하며, 부담, 불

안, 긴장, 우울, 초조함, 좌절, 괴로움을 포괄하는 종합적 심리 상태로 정

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수업, 성적, 

시험과 같은 학업적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업 스트레스의 경험적 연구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도를 낮추고(김아영 외, 2012), 학업소진

을 초래하며(고홍월, 2012; 박해준, 안도희, 2018; Yang, 2004) 학업

중단 의도를 높이는 등(이정기, 2018) 학업 영역에서의 부적응뿐 아니

라 전반적인 건강 영역에서의 부적응과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Barr

era & Baca, 1990; MacGeorge et al., 2005). 이는 불안의 위험요인

김진아(2015)

시험성적, 과제, 학교 수업 등 다양한 학업 관련 

상황에서 개인의 기대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 불안, 긴장, 걱정 등 개인의 불편한 

심리상태

이지혜(2018)

성적, 시험, 수업, 공부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일

로 인해 오는 정신적 부담과 편하지 못한 심리 상

태

조은서(2019)

과정적 측면의 학업 수행과 결과적 측면의 학업성

취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부, 수업, 성적 등 

학업 관련 상황에서 부모 기대 교사기대, 자기 기

대가 있을 때 학습자가 개인 내적 자원으로는 적

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함으로써 유발

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

이유미(2019)

학업과 관련된 정의적 심리 상태, 학교를 포함하

여 가정, 사회 등의 모든 학습활동에서 받게 되는 

압박감으로 심리적, 정서적, 행동의 어려움을 경험

하는 심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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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Leung et al., 2010), 우울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신소홍, 20

14), 신체 증상과 수면장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은희, 2

014). 이 외에도 학업 스트레스는 작은 일에도 트집 잡고 화를 내는 공

격적 성향을 유발하고(허준경, 이기학, 2013), 친구들과 정서를 공유하

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여(송종화, 2006; 신현숙 외, 2005; 이지

현, 이정윤, 2009) 대인관계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등교 거부, 가출, 비행과 같은 품행 문제가 발생하며(김재엽 

외, 2013; Block & Kremen, 1996), 심각할 경우 자살사고로도 이어

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문경숙, 2006; 이서원, 장용언, 2011). 

  대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로 꾸준히 보고

되고 있다. 학업 문제는 대학생들이 가장 상담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 중 

하나이며(박외숙, 1995; 송현종, 1996), 학업은 남자 대학생 25.6%, 

여자 대학생의 27.1%의 스트레스 원으로 알려졌다(서은영, 이승림, 20

18). 2018년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2600명 중 24.7%는 학업 적응과 관

련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오혜영 외, 2018).

  한편, 대학생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과도기라는 특징적 발달 단계에 해

당하며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Arnett, 2000). 이들은 중, 고등학

교 시절 대학입시라는 획일적인 목표를 쫓고, 수동적인 생활만을 살아가

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급격히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경험하

게 되는데(이숙정, 유지현, 2008) 학업 또한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으

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 놓이게 된다(유계숙, 신동우, 2013).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이러한 사회 맥락적, 발달적 배경을 

고려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초, 중,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보다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고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

들은 주로 간호대학생, 의과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특수 집단만을 대상

으로 하여(신소홍, 2014; 양윤경 외, 2014; 이미현, 박미숙, 2014) 보

편적인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거나, 학업 스트

레스를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접근함으로써(김영상, 2

003; 박지현, 김은희, 2017; 윤향숙 외, 2011) 대학생 시기의 발달 단

계에서 특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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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유계숙, 신동우,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발생 과정을 구명하고 필요한 상담학적 

개입을 논의하고자 한다.

(3) 학업 스트레스의 기제: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

(Kagan et al., 1971)으로 보지 않고 환경과 개인 간의 역동적이고도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스트레스는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자

원 간의 불일치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발생한다(Lazarus, 

1993).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일차 평가와 이차 평가로 

진행된다. 일차 평가(primary appraisal)는 환경의 요구가 얼마나 심각

한지에 대한 평가이고, 이차 평가(secondary appraisal)는 직면한 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자원과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평가에 해

당한다(Kanner et al., 1981; Lazarus & Folkman, 1987). 개인의 자

원이란 가치관, 목표, 자아존중감, 대인 간 신념, 실존주의적 믿음 등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신념을 의미한다(Lazarus, 1990). 인지적 평가는 스

트레스의 정도를 결정하며, 평가에 기반하여 선택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은 장기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 정도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스트레스는 사건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개인이 그 사건 자체와 자신이 지닌 자원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발생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특정 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개인이 소유한 자원과 인지적 평

가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나 양태는 달라진다.

  한편,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변인으로는 또래관계(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2; 이지현, 이정윤, 2009), 학교 생활 만족도나 교

수법, 학습 환경을 포함한 학교관련 변인(어윤경, 2005) 그리고 부모 

관련 변인(노명숙, 2009; 류연자, 1995; 박서연, 정영숙, 2010)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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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 관련 변인 중 하나로 주요

하게 연구되어 왔다(오정희, 선혜연, 2013).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고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매개변인으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설정하였다.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개념과 정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 관심, 성취 기

대 및 역할 기대’(홍은자, 2001)를 의미한다. 결과만이 강조되는 사회

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에 대한 압력과 부담을 주는 것

은 흔히 발생하며(이유미, 정주리, 2016) 자녀의 성공은 때때로 부모의 

성공을 의미한다(최인재, 2006).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기대와 

관심을 가질 때 자녀는 이를 압력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김기정, 198

4),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가 중시되는 유교적 환경에서(Tweed & Leh

man, 2003) 교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와 관심이 자녀에게 지각되

는 방식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련한 연구는 아동, 청소년 

자녀들을 국한하여 진행된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가 성장기 자녀의 사

회, 정서적 발달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알려졌기 때

문이다(Belsky, 1990; Burbach & Borduin, 1986; Maccoby & Marti

n, 1983; Shaffer, 199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관련된 연구 또한 아동, 청소년에 국한하여 진

행되어왔는데 Wang & Heppner(2002)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초, 중, 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유의

미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전 세계 많은 대학상담센터들은 부모의 기대를 학생들의 주요 스트레

스 원인이자 대학생활 부적응의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Anderson &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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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r, 1987; Wang & Heppner, 2002), O’brien 등(2008)과 Watk

ins 등(2011)는 대학상담 센터의 내담자가 부모의 압력에 의한 우울증

을 경험한다고 질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rcher과 Lamin(198

5)은 부모의 기대와 부모와의 갈등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민 다음으

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발달 시기가 청소년기(13-24)와 성인기에 걸쳐있으며

(문정희, 천성문, 2020)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환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Arnett, 2001). 특

히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단절하지 못해(문정

희, 천성문, 2020; Nelson et al., 2011)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바

라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의 영향 또한 유효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공격성이 높아지며(탁

경문, 1992), 자신의 배움보다는 남들과의 경쟁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많

은 물질적 성취를 갈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조하정 

외, 2021). 또한 해당 변인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고(류연자, 1

995; 홍은자, 2001), 시험불안을 유발하며(김미선, 2004; 오지은 외, 2

009),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자, 19

96). 이에 더해 학업성취도도 낮춘다고 밝혀졌다(이지웅, 1994). 이러

한 점에서 대학생들의 학업적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을 고려하여 환경과 부적응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Lazarus & Folkman, 

1987)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

어 왔다(오정희, 선혜연, 2013).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급, 성별

보다도 학업 스트레스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자신이 세운 기준 외에도 외부, 특히 부모가 정한 기준과 목

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좋은 결과

를 얻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노치경, 황성훈, 2013). 강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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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21)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변인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부

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시험불안의 정적 상관관계는 일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높은 성취압력을 경험할수

록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은 높게 나타난다(강문비 등, 2021; 한정규, 20

16). 김종백, 김준엽(2009)은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가 학업에 대해 관

여하고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이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에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변인의 관

계는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Kumar & Jadaun(2018)는 부모의 높은 기

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꼭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Bedewy & Gabriel, 2015).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이 학령기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

음을 보고하고 있다. Wang과 Yeh(2005)는 부모의 야망이 간호대학생

들의 시험 보는 행위, 자신의 야망, 학습, 선생님의 야망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밝혔다. Liu(2002)는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남자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Deb 등(2015)은 대학생의 63.4%

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의 영향력이 성별, 나이,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좌우되

지 않는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보편적인 영향력을 시

사하였다. 

  국내에서는 신소홍(201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연구자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밝히며 지나친 부모의 개입을 

지양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성별, 나이, 학년

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

할 때, 두 변인 간 관계는 국내 전반적인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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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부과 완벽주의 

(1) 사회부과 완벽주의 개념과 정의

  완벽주의(perfectionism)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을 보

여 왔으나 오늘날에는‘결점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

질’이라고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정소담, 김창대, 2021; Flett & Hew

itt, 2002). Hamachek(1978)이 완벽주의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

며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m)와 신경증적 완

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m)로 분류하였음에도 완벽주의는 오랜 시

간 동안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단일 차원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 이후가 되어서야 완벽주의의 비교적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이 주목을 받으며(Flett & Hewitt, 2002; Frost et al., 

1990)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구인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He

witt &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대인적(interpersonal) 관점에서 대

상과 귀인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S

OP),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OOP), 사

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PP)로 분류하

였다. 

  그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주요 타인에 의해 부여된 높은 기준과 기대

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하는 차원의 완벽주의다. 이것은 불승인, 거절

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 및 신념과 주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완벽을 강요하며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신념을 수반한다

(Hewitt & Flett, 1991). 타인이 부여한 기준이 지나치고 감당할 수 없

는 수준일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자들은 화, 불안, 우울과 같은 부

정적 정서와 좌절 경험을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람

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평가에 대한 

높은 불안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른 사람들의 거부, 불

승인을 피하는데 온갖 관심이 쏠려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때때로 긍정적 심리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는 것과 달리(김현정, 손정락, 2006; 허현정, 200

4; Enns & Cox, 2005; Flett et al., 1991; Hewitt & Flet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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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부적응적인 결과를 유

발한다고 보고된다(하정희, 장유진, 201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

였고(문경, 1998; 한기연, 1993; 홍석인, 현명호, 2007; Dean et al., 

1996; Flett et al., 1993, 2005), 삶의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과는 부

적인 상관을 보였다(김현정, 손정락, 2006). 또한, 높은 기준을 만족시

켜야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시험불안을 심화시키

고(최원혜, 문은식, 2004), 자기 비난적 인지 과정으로 이어져 자살사고

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영 외, 2013).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을 통

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여 여러 부적응을 경험한다(Hewitt & Flett, 19

91). 가령,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김슬기, 이동귀, 2018; Flett et al., 

2005; Hewitt et al., 1995; Sherry et al., 2003), 번거로움(Dunkley 

& Blankstein, 2000), 외로움(Wang et al., 2009), 무력감(Hunter & 

O’Connor, 2003), 평가불안(Casale et al., 2014) 등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 영역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많은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학업적 열등감과

(이유경, 하정희, 2019) 높은 시험불안으로 인한 학업소진을 경험한다

(장은비 등, 2016). 또한, 이들의 불안에 대한 민감성은 높은데 그 결과 

학업 지연 행동의 빈도는 높아지고(조이슬, 강영신, 2015), 시험불안의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유미, 정주리, 2016).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현숙, 양연숙(2012)은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

벽주의와 학습몰입,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결

과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습몰입을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반

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일관되게 나타나 사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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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Flett et al., 

2022).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통해 

학업소진(이자영, 최혜라, 2014), 학업 지연(이수민, 양난미, 2011), 시

험불안(정아영 외, 2017)과 같은 다른 학업 부적응에 대한 개입을 모색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자영, 최혜라(2014)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 

스트레스를 높여 학업소진이 발생하거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순차적으

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지연을 유발하여 학업소진으로 이어진다고 제

안하였고, 이수민, 양난미(2011)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지향 완벽

주의가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 지연 행동으로 이어

진다고 하였다. 정아영 등(2017)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

계를 학업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의 관계

  Flett 등(2002)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모의 기대와 비판과 관련된 

인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회기대 모델(social expectations model)

을 제안했다. 높은 기대를 지니고 자녀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

다 비난하는 부모 아래 자란 자녀는 그들의 기대와 부정적인 자기 비난

을 내면화하면서 완벽주의 특성을 키우게 된다. Appleton 등(2010)은 

양적 횡단 연구를 통해 부모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자녀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로 이어지는 것을 밝혀 Flett 등(2002)의 제안을 지지했다. 이에 

더해 Damian 등(2013)은 부모의 기대, 비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

을 측정하고 6-7개월 뒤 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다시 측정

하였는데, 부모의 기대와 비판이 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정도가 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화됨을 보고했다.

즉, 부모의 기대와 비판은 자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유발 및 심화시

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내 연구들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학업 

스트레스가 매개함을 반복적으로 검증해왔다. 이유미, 정주리(2016)는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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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전체 집단과 남학생의 경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시험불안을 완전 매개했지

만 여학생의 경우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불안이 중

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완전매

개한다는 정종희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서명희(2019) 또한 어

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의 관계에 사회부과 완벽주

의가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국내 연구들이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서 학업 스트레스를 연구하

였지만, 해당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

를 높인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

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주로 살펴봄으로써 학업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개

입을 논해보고자 한다.

4.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1) 자기결정성 이론 개관

  자기결정성 이론은 활력, 사회로의 통합, 안녕감, 고갈, 파편화, 반사회

적 행동, 불행과 같은 인간의 이슈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 사회 맥락적 

요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김아영, 2010; Deci & Ryan, 2008; 

Ryan & Deci, 2017). 사회 맥락적 요인과 인간의 번영을 설명하는 과

정에서 동기는 매개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Deci & Ryan, 2012) 사

회-맥락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동기가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과 같은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번영하는 정도를 설명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체계

화되어 왔다.

  동기는 어원학적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기존의 동기 관련 이론들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불어넣는 단일한 근원을 밝히려 노력했는데, 가령 

인지행동이론(cognitive theory)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Ro

tter, 1954; Seligman & Johnstone, 1975), Bandura(1986)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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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contingency)과 효능감 기대(efficacy expectation)를 동기로 제시

했다. 

  반면, 자기결정성 이론은 동기를 다차원적인 변인으로 접근하여 다양

한 동기의 근원과 종류를 제안하였다(Deci & Ryan, 2012). 가령, 개인

의 흥미와 가치를 반영한 자발성에서 기인한 동기가 있다면 자발성과 무

관하게 타인의 압박에 의해 생성된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근원에서 유발된 동기들은 경험, 지속성, 수행 결과물,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Deci & Ryan, 2017). 이에 본 이론은 동

기의 다양한 근원과 이에 따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자기결정성 이론의 근간이 된 동기 이론들은 내재적 동기와 외

재적 동기를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가 흥미롭고 만족

스러워서 생성된 동기를 의미한다.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된 사람들은 활

동을 통해 정적 정서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 자체에 흥미가 있

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탐색하고자 한다(Deci & Ryan, 1985; Wh

ite, 1959). 반면 외재적 동기는 외적 보상, 사회적 승인, 처벌의 회피, 

가치 있는 결과의 획득(Ryan & Deci, 2000)과 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

해 수행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동기 이론들은 내재적 동기와 외

재적 동기를 결합하면 단일한 전체 동기가 생성되며 두 동기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가산성 가정을 지지하였다(Atkinson, 1964, D

eci et al., 2008; Deci & Ryan, 2008; Porter & Lawler, 1968).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은 처벌(Deci & Cascio, 1972), 마감일(Ama

bile et al., 1976), 감시(Plant & Ryan, 1985)와 같은 외적 보상이 활

동의 종류, 보상, 연령 상관없이 내재적 동기를 줄인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산성 가설을 기각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이론들과 차별점을 두었다

(Deci et al, 1999).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이론인 유기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

egration theory)은 내재적 동기만이 유일한 자기결정성 동기가 아니며 

실제로 내재적으로만 동기화된 사람들의 행동은 드물다고 지적한다(Rya

n & Deci, 2000). 이에 따라 기존의 동기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외재적 동기가 개인에게 내면화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내면화되는 수준

에 따라 새로운 3가지 수준의 동기를 제안한다(Deci & Ryan, 2000). 

  먼저 외적 조절은 외부의 요구와 제약이 전혀 내면화되지 않은 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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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이나 마감시간과 같은 전형적인 외

적 제약에 의해 행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김아영, 2002). 다음으로 부과

된 조절은 외부의 조절이 자기감에 거의 통합되지 않았으나 선택에 의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7). 부과된 조절을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받는다고 느끼지만,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자아팽창, 자부심에 이끌리고. 실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기혐오, 

수치심, 죄책감을 피하고자 외부의 압력, 조절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

고 확인된 조절은 외부의 요구와 조절이 중간 수준으로 자기감에 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들은 외부에서 부여한 행동의 가

치와 중요성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수행한다. 이들

은 행동을 수행하는 동안 통제와 압박을 덜 지각하게 된다. 

  한편 Ryan & Deci(2000)는 상기한 세 가지 외재적 동기에 더불어 

통합된 조절이라는 새로운 외재적 동기를 제안했다. 통합된 조절은 확인

된 조절과 원래 개인이 지니고 있던 가치와 중요성이 융합되어 형성된 

조절로, 외적 동기에 해당하지만 매우 자기결정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충분한 자아탐색을 수반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 제시한 동기는 6가지며

(Ryan & Deci, 2000), 여섯 동기를 자기결정성의 연속선 상에 놓으면 

무동기, 외적동기,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적동기 순

서로 나열할 수 있다. 무동기는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 자체가 부재하여 

자기결정성이 부재한 동기를 의미한다(Ryan & Connell, 1989; Deci 

& Ryan, 2012).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외재적 동기들은 내면화된 정도

에 따라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동기는 자기결정성 수준에서 상이할 뿐 아니라 수행결과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Ryan & Deci, 2017). 더 높은 자기결정성에 

의한 행동일수록 수행 지속력이 길어지고, 결과물의 양과 질이 높으며, 

건강과 안녕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Deci et al., 2016).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회맥락적 환경, 대인 간 역동에 따라 자기

결정적 동기의 수준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한다(Deci et al., 2016). 먼

저, 초기 미니이론인 인지적 평가이론은(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 환경 속 대인 간 분위기가 내적 동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안했

다.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공하고 지지적인 환경은 유능성(Deci et 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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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과 자율성(Deci & Ryan, 2000)을 충족시켜 내적 동기를 증가시

키는 반면, 감시, 평가, 위협을 동반하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자율성과 유능성을 좌절시켜 내적 동기를 저하시킨다(Deci et al., 198

1, 1989). 초기의 인지적 평가이론은 사회맥락적 환경과 대인 간 역동

을 내재적 동기에만 국한하여 논의했지만,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지각

이 외적 동기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 이론의 환경 

관련 함의는 모든 범주의 동기에 적용되게 되었다(Deci et al., 2017). 

실제로 해당 이론의 함의는 자율성-통제 동기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검

증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수준의 동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연구하는 방

법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Deci et al., 2017). 최근 

자기결정성 연구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동기들을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김아영 

외, 2008; Deci & Ryan, 2000; Vansteenkiste et al., 2005). 자율적 

동기는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를 결합하고, 통제적 동기

는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을 결합하여 산출된다. 한편, 동기 유형을 세

분화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자율적 동기 수준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 자율

성 지수(Relative Autonomy Index; RAI)를 산출하기도 한다(김아영, 

2002; Grolnick & Ryan, 1989). 상대적 자율성 지수는 자기결정성 연

속선 상에서 자율적 동기에 해당하는 동기들과 통제적 동기에 해당하는 

동기들의 상대적 힘 차이에서 결정된다. 

  현재 자기결정성 이론은 학교와 가정(Niemiec & Ryan, 2009; Ryan 

& Deci, 2000, 2013, 2016), 직장(Deci et al., 2016), 스포츠(Frede

rick & Ryan, 1995), 종교(Ryan et al., 1993), 가상세계(Rigby & R

yan, 2011) 등 여러 맥락에서 응용, 연구되고 있다(Ryan & Deci, 201

7). 

2)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정의 및 개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자기결정성 동기를 학습 맥락에 적용한 개념이

다(이지혜, 2009; 조한익, 권혜연, 2010). 자기결정성을 지닌 동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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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조절(extrinsic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

n), 내재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이 있다(김아영, 2002, 2010; Gr

onlnick & Ryan, 1987). 

  학습영역에서 외적 조절(extrinsic regulation)은 가장 낮은 자기결정

성을 지닌 동기로 마감, 위협, 보상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부모님이 상을 주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

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내사된 조절(introje

cted regulation)은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

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위협, 처벌, 보상보다는 외부로부터 내면화

된 수치심, 죄책감, 자아팽창에 의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조절의 근원이 

약간은 내부에 있어 외적 조절보다는 자기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Dec

i & Ryan, 2007). 가령 교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

n)은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이 내면화되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며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록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이 외부에 의해 주입

되었을지라도 학습자 또한 공부가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

단하여 행동하는 것이기에 확인된 조절은 어느 정도의 자기결정성을 지

닌다. 가령, 글쓰기가 중요한 삶의 목표이기에 단어 철자를 외우게 된 

학생은 해당 학습의 중요성을 납득하고 수행하는 것이기에 확인된 조절

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동하려는 이유가 더 많이 내면화되고 

자기에 통합될수록 동기화된 행동은 점점 더 자기결정성을 갖추게 된다. 

통합된 조절은 확인된 조절이 개인의 가치와 믿음에 완전히 통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조절로 Ryan & Deci(2000)가 추가로 제안한 외재적 동기

이다(김아영, 2002). 이는 자율적이고 자기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내재적 동기와 상당히 유사하나, 여전히 행동 그 자체에서 비롯된 동

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외재적 동기에 머문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조절은 

행동 그 자체에서 내적 즐거움, 호기심, 흥미, 만족감을 느끼기에 자율적

으로 참여하는 가장 자율적인 동기유형이다(김아영 & 오순애, 2001; 유

지원, 2011; Deci & Ryan, 2000). 즐거워서 공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

한다.

  한편, 김아영(2002)은 자기결정성 이론과 한국의 교육 정서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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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Ryan과 C

onnell(1989)과 Hayamizu(1997)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문

항들을 개발하였고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합된 조절은 확인된 조절과 잘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김아영(2002)은 확인된 조절과 통합된 조절이 

애초에 분리되지 않는 개념이거나 한국 학생들이 두 요인을 구분할 능력

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된 조절과 통합된 조절을 통합하여 한국형 학업

적 자기조절 설문지(K-SRQ-A)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

절 설문지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 자기조절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며, Ryan & Connell(1989)와 Hayamizu(1997)이 당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내적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만을 측정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김아영, 2002).

3)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에 따라 동기 부여되는 천성

을 지녔고, 환경에 의해 자율성이 방해받을 때 소외되고, 기계화되며 무

감각한 존재가 된다(Deci & Ryan,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낮은 자기

결정성에 의한 행동들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기계처럼 무감각하게 만들며 

건강과 안녕감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지만(Ryan & Deci, 2017; D

eci et al., 2016),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 동기는 더 높은 흥미, 삶의 

만족도, 적응적 행동, 관계 행복 등으로 이어진다(Blais et al., 1988; D

eci & Ryan, 1985, 1987; Vallerand et al., 1989). 직장(Fernet et 

al., 2010, 2012a, 2012b), 스포츠(김준, 이근모, 2012), 관계(Blais e

t al., 1988), 진로 결정(송현심, 홍혜영, 2010; 이숙정, 유지현, 2009) 

등 여러 영역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학업 장면에서 높은 자기결정적 동기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정적 

정서와 학교 전반과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수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으며, 수업에서 집중을 못하거나 학업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Vallerand et al., 1989, 1993). 이들

은 목표 및 과제에 흥미를 느낄 뿐 아니라 활동 그 자체를 가치 있고(P

atrick et al., 1993) 만족스럽게 여기고(Vallerand et al., 1989)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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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통제감도 경험하면서(Meyer & Turner, 2002) 지루함,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된다(이민영 외, 2020). 이는 수업에

서 지각한 자율성이 긍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

을 보인다는 Black & Deci(2000)과 Pekrun(2006)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은주(2017)는 자기결정적 조절유형과 다양한 학업적 성과 변인 간

의 관계를 메타분석하였고,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은 학업 스트레스

에 비슷한 작은 효과 크기를 나타내지만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외적조

절과 부과된 조절은 학업스트레스에 정적 효과를 끼치며 각각 크고 중간

인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과된 조절의 경우 높

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지만 학업 스트레스라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자율적인 학습동기가 스트레스, 우울, 불

안, 부정적 정서에 부적 영향을 끼친다는 Orsini 등(2016)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바다.

4)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이론인 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

n Theory; CET)은 외적 귀인을 유발하는 환경 속에서 내재적 동기가 

저하된다고 제안한다(deCharms, 1968; Deci, 1997; Heider, 1958; R

yan et al., 1980). 보상과 같이 외부 귀인을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인

간은 낮은 자기결정성과 외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게 되지만, 강력한 외

적 귀인 요소가 부재할 경우 내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은 증가한다(Deci 

& Ryan, 1980). Deci & Ryan(2017)은 환경의 통제적/자율적 수준에 

따른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 변화는 학업을 포함한 여러 장면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국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

기의 부적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일 등(2008)은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이 자녀가 개인 내적 성장을 추구하며 학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한

다고 보고하였고, 조하정 등(2021)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가 물

질적 성공, 경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다른 외적 가치를 획득하는데 몰두

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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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지현, 장경문(2007)에 따르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성적,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하고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민성, 신택수(2010)는 학교 환경으로부터 지각되는 학업성

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부적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성취압력이 

학습의 자기결정성을 저해함을 뒷받침 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가 자율적 학습동기에는 정적영향, 통제적 학습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끼

친다는 문병상(2014), 김은영 외(2014)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

다.

  한편, 동기의 전반적 자율성 수준을 알아본 국내 연구들이 일관성 있

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자기결정성 

하위 동기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김신아, 오인수(2014)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외적 조절

에는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조절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반면, 김정수, 임선아(2019)는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이 고등학생의 외적 동기와 부과된 동기에는 정적 영향

을 끼치고 확인적 조절, 내적 조절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중학생의 경우 내적조절, 확인적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 모두에 

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연령이 낮은 자녀가 부모

의 학업성취 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

성이 낮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령이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하

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

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 하며, 기술통계를 통해 자기결정성 하위동기들과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 간의 관계를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

5)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주어진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을 때, 스스로 통제 밖이라고 느끼고 자신이 어떻게 해도 실패를 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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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을 경험한다(Flett et al., 1991; Hewitt & Flett, 

1991). 유발된 무력감은 주요 타인의 불승인과 거절을 피하고 인정을 

구하는 것에 몰두하게끔 유도하며 평가에 대한 높은 불안을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김민선 외, 2009; Flett et al., 1994).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 집단은 낮은 성장 추구(low growth seeking)을 보이며(Flett 

et al., 2014; Hill et al., 2010), 적응적인 열정과는 상관이 없거나 부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rran et al., 2014; Verner-F

ilion & Vallerand, 2016). 이처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높은 외적 동

기(Hewitt & Flett, 1991)와 낮은 내적동기(Deci & Ryan, 1985)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yan(1982)은 실험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동기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다른 사람의 기대를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통제적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 수준은 감소

하고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효과는 피드백의 긍

정성과 부정성과 상관없이 나타나며, 타인에 의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자

신이 전달한(self-administered) 피드백일 경우에도 일관된 것으로 밝

혀져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낮은 내재적 동기를 지지하고 있다(Ryan, 19

82).

  학업 장면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련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 또한 Hewitt & Flett(1991)과 Deci & Ryan(1

985)의 이론과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Miquelon 등(2005)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자율적 동기(내적 조절, 확인적 조절)와 통제적 

동기(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로 분류하고, 각각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

여 대학생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

다. 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통제적 학습동기를 높여 학업적 부적

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진주은, 김은하(2016)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학업 지연 행동의 관계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실패

공포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밝혔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습동

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을 낮추며 이로 인해 여러 학업적 부적응을 야기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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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성인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청소년 후기와 성인에 걸친 과도기적 존재이자(Arnett, 2001), 부모로

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 독립되지 못한 존재로 정의하였고 (문

정희, 천성문, 2020; Nelson et al., 2011), 이에 따라 신생 성인기적 

특성을 지닌 개인만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령이 27.1세라는 점에서(박철성, 2019)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성인만을 포함했고, 비교적 나이

가 많은 대학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를 벗

어날 수 있고, 부모로부터 경제, 정서적으로 독립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업 스트레스 척도가 수업, 공부, 성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박병기, 박선미, 

2012) 설문 조사가 시행되는 시점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 대상을 수료,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

생만을 모집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470명의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나 그 중 불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참여기준에 맞지 않는 18명이 제외되어 총 452명

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은 262명(58.0%)이었으며, 남성

은 190명(42.0%)이었다. 참여자 평균 연령은 21.23세(SD=2.231)였

고, 20세가 21.5%로 가장 높았다. 학년은 1학년 102명(22.6%), 2학년 

118명(26.1%), 3학년 116명(25.7%), 4학년 97명(21.5%), 5학년 이

상 19명(4.2%)로 나타났다. 전공의 경우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공학 1

26명(24.7%), 사회과학 123명(24.1%), 인문학 60명(11.8%), 교육 4

5명(8.8%), 경영학 44명(8.6%), 자연과학 41명(8.0%), 예체능 17명

(3.3%), 간호학 13명 (2.5%), 생활과학 11명(2.2%), 의학과 기타 각



- 28 -

각 10명(2.0%), 농업생명과학 6명(1.2%), 약학 4명(0.8%)로 나타났

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여자 262 58

남자 190 42

연령

18 44 9.7

19 64 14.2

20 97 21.5

21 62 13.7

22 61 13.5

23 41 9.1

24 37 8.2

25 27 6

26 14 3.1

27 5 1.1

학년

1학년 102 22.6

2학년 118 26.1

3학년 116 25.7

4학년 97 21.5

5학년 이상 19 4.2

전공

인문학 60 11.8

사회과학 123 24.1

자연과학 41 8

공학 126 24.7

교육 45 8.8



- 29 -

예체능 17 3.3

경영학 44 8.6

의학 10 2

간호학 13 2.5

약학 4 0.8

생활과학 11 2.2

농업생명과학 6 1.2

기타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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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①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병기와 박선미(2012)가 

개발, 타당화한 학업 스트레스 척도(Scale of Academic Stress; SAS)

에서 자기 스트레스 문항들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박병기, 박선

미(2012)의 척도는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을 부모, 선생님, 자기로 

분류하고, 영역을 수업, 시험, 공부로 분류하여 9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지각되는 방식에 따

라 개인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로서 학업적 불편감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

문에 선행연구에 따라(강혜정 외, 2014; 이미현, 이미숙, 2014) 개인 

내면에 초점이 맞춰진 자기 스트레스 문항들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자기 스트레스 척도는 15문항으로 성적 스트레스, 수업 스트레스, 공

부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성적 스트레스는 학업(수업, 공부)의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5문항(문항 예: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

지 않으면 괴롭다), 수업 스트레스는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과정을 배우며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5문항(문항 예: 수업 시간

이 되면 다른 생각이 나서 괴롭다), 공부 스트레스는 스스로 학습하며 

겪는 학업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문항 예: 해야 

할 공부 양이 많아 답답하다). 응답 방식은 1점(확실히 아니다)에서 6

점(확실히 그렇다)로 이루어진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문항들의 점

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세 영역에서의 점수 총점을 사용한다. 

  박병기, 박선미(2012)가 산출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성적 

스트레스 0.833, 수업 스트레스 0.733, 공부 스트레스 0.720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적 스트레스는 .789, 수업 스트레스는 .745, 공

부 스트레스는 .750로 나타났고, 자기 스트레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

862로 산출됐다. 하위 요인별 문항과 Cronbach's α 값은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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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업 스트레스 척도

②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Wang & Heppner

(2002)가 개발한 LPEI(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Inventor

y)의 지각된 부모 기대(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 PPE)를 이

기세 등(2018)이 국내 정서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기존 척도들과 차별점이 있으며, Shen 등(2014)

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ac

hievement)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바 있어 채택되었다. 지각된 부모의 

기대(PPE)는 개인의 성숙, 학업성취, 데이트 걱정이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지각된 부모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5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예: 부모님은 내 학업 성적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은 현재 부모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

마나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라는 공통된 질문이 주어지고, 참여자

는 이에 대해 1점(전혀 기대받지 않음)에서 6점(매우 강하게 기대받음)

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기세 등(2018)의 연구에서 산출한 학업성취 요인의 신뢰도 게수(C

ronbach's α)는 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해당 요인의 신뢰도 계수

는 0.88로 나타났다.

③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성적 스트레스 1,2,3,4,5, 5 0.789

수업 스트레스 6,7,8,9,10 5 0.745

공부 스트레스 11,12,13,14,15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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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측정하고자 Ryan & Connell(198

9)의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

re; SRQ-A)와 Hayamizu(1997)의 척도를 한국의 실정에 알맞게 통

합, 수정한 김아영(2002)의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질문지(K-SRQ-

A)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라는 참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분위기와 동떨어진 느낌의 단어들을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단어로 

수정하였다(예: 선생님, 수업내용, 벌, 야단 → 교수님, 강의내용, 페널

티, 지적).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척도는 내적 조절,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

적 조절이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6문항으

로 측정된다. 각 문항은 ‘나는 ~ 때문에 공부한다’라는 형식으로 제

시되고, 내적 조절은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확인된 조절은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과된 

조절은 ‘성적이 나쁘면 창피하기 때문에’, 외적 조절은 ‘부모님이 상

(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기 때문에’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 양식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

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 네 가지 하위 동기의 정도는 요인별 6

문항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기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 구인 별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내적 조절 0.81, 확인적 조절 0.84, 

부과된 조절 0.75, 외적 조절 0.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조

절 0.885, 확인된 조절 0.815, 부과된 조절 0.818, 외적 조절 0.776로 

나타났다. 

<표 4> 학업적 자기조절 척도(K-SRQ-A)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통제적 
동기

외적 조절 6 1, 5, 9, 13, 17, 21 0.776

부과된 조절 6 2, 6, 10, 14, 18, 22 0.818

자율적 
동기

확인된 조절 6 3, 7, 11, 15, 19, 23 0.815

내적 조절 6 4, 8, 12, 16, 20, 24 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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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는 개별적 동기유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습 동기에 

반영된 전반적 자율성 수준에 관심을 두어 ‘상대적 자율성 지수(Relati

ve Autonomy Index; RAI)를 산출한다(김아영, 2002; Black&Deci, 2

000). Connell & Ryan(1985)이 제시한 상대적 자율성지수(Relative 

Autonomy Index; RAI)는 4가지 하위 동기 유형들에 자기결정성을 기

준으로 부여된 가중치를 곱한 뒤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RAI� =� (2×내재적 조절+�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2×외적 조절)

  이는 네 가지 하위 동기들이 하나의 자기결정성 연속선 상에 위치하며 

단일구조(simplex structure)를 이루고 있어 서로 인접한 정도에 따라 

상호 상관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안된 계산 방법이다(Ryan & C

onnell, 1989; Grolnick & Ryan, 1989, 1987). 단일구조(simplex str

ucture)는 단일 차원의 연속체에서 양극단의 두 개념은 가장 낮거나 부

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가장 인접한 두 개념은 멀리 떨어진 개념보다 높

은 상관을 보인다는 순서화된 상관계수 구조를 의미한다(Guttman, 195

4). Grolnick & Ryan(1987)은 Guttman(1954)의 레이덱스 모형(rad

ex model)을 근거로 외적조절에 –2, 부과된 조절에 –1, 확인된 조절에 

+1, 내적조절에 +2의 가중치를 부여했다(Ratelle et al., 2007, Ryan 

& Connell, 1989). 즉, 통제적 동기는 음의 가중치, 자율적 동기는 양

의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통제적 동기(외적, 부과)의 경향성이 자율적 

동기(내적, 확인)의 경향성보다 크면 상대적 자율성 지수는 양수, 작으

면 음수로 산출된다. 그리고 상대적 자율성 지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

에 반영된 자율성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④ 사회부과 완벽주의

  본 연구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기대와 압력을 가했을 때 개인이 주요 

타인에 대해 갖게 되는 믿음과 지각을 측정하고자 한기연(1993)이 번안

한 Hewitt &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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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erfectionism Scale; MPS)에서 사회부과완벽주의에 해당하는 문항

들을 추출하였다(문항 예: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해당 척도는 국내에서 타당화되지 못했으

나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김병직 등(2012)과 김슬기, 이동귀(20

18)가 신뢰도와 측정모형을 확인한 바 있다.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아주 그렇다)에 이르는 리

커트 응답 방식을 사용했으며, 그중 다섯 문항은 역문항에 해당하여(예: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쉽게 인정한다.) 역코딩 

절차를 거쳤다. 사회부과완벽주의는 각 문항 점수의 총합으로 계산되며, 

총합이 클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가 15개의 관측변수로 단일

요인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이는 잠재변인을 측

정하는 관측변수들이 많으면 추정할 모수가 늘어나 필요로 하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고 모델 적합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배병

렬, 2017). 또한, 문항 묶음은 개별 문항의 측정학적 성질(표본 크기, 

요인 간 상관, 비정규성의 정도)이 이상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교정해줌

으로써(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et al., 2002; Matsunaga, 2008)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이지현, 김수영, 2016). 본 연구

는 요인 알고리즘에 따라 15문항을 5문항씩 3묶음으로 분류하였다. 요

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은 전체 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 한 

뒤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짝지어 각 묶음에 배

정하는 고유분산 분배 전략이다(이지현, 2015). 즉, 연구자가 지정한 개

수의 묶음에 한 쌍의 문항을 배정하고, 남은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가

장 큰 문항과 작은 문항을 다시 짝지어 다음 묶음에 배정하는 과정을 지

속하면 문항 쌍들을 첫 묶음부터 마지막 묶음까지 돌아가며 배정할 수 

있다(Little et al., 2013). 이 방법은 요인부하량이 큰 문항은 상대적으

로 오차분산이 작고, 작은 문항은 오차분산이 크다는 점에서 묶음들 간 

오차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이지현, 2016). 본 연구에서 

문항묶음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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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사회부과 완벽주의 1 5 3, 5, 7, 9, 11 0.785

사회부과 완벽주의 2 5 1, 2*, 10, 12*, 13 0.661

사회부과 완벽주의 3 5 4, 6*, 8*, 14, 15* 0.790

*는 역문항 채점

  한편, Hewitt와 Flett(1991)이 보고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고,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는 

0.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묶음의 신뢰도는 0.785, 0.661, 0.79

0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0.8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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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

한 자료를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5.0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

이, 학년, 전공)과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료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즉,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은지를 확인하

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했다(Curran et al., 1996). 

  셋째, 각 변인 간 관계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0.8 

이 넘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요인 알고리즘(facto

rial algorithm)을 통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하였다. 문항묶음이란 

관측변수가 많을 경우 추정해야 할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시하는 절

차다. 관측 변수가 많아지면 필요로 하는 표본 크기가 커지고 모델 적합

도는 낮출 수 있어 관측변수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배병렬, 2017).

  다섯째, 네 가지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합치도 계수(C

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척도에 하위요인이 존재할 경우 하위요

인별 신뢰도도 따로 산출했다. 내적합치도 계수가 0.6이상 0.7미만은 수

용 가능한 수준, 0.7이상 0.8미만이면 양호한 수준, 0.8이상 0.9미만이

면 우수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여섯째, 측정변수인 문항 꾸러미들과 하위 요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

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후, 다중공선성 문

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진단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 분석을 위해 공차 한계(>0.10, Tolerance)와 분산팽창요

인(<10,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기준으로 다중공선성을 진

단하였다(Kline, 2010).

  일곱째,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홍세희(2000)는 2값이 표본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부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참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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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이에 본 연구는 2, TLI, CFI, SRMR, RMSEA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지녔다고 해석했고(배병렬, 2017), SRMR과 RMSEA는 .05이하면 좋은 

모형, 0.05~0.08이면 양호한 모형, 0.08~0.10이면 보통 모형, 0.10 이

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했다(Browne & Cudeck, 1992). 

  여덟째,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뒤, 2, TLI, CFI, SRMR, RMSEA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

의 적합도를 판단했다. 적합도 판단 기준은 측정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

과 동일하다.

  아홉째,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hrout &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부트스트

래핑은 주어진 자료에서 몇 개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뽑아내어 표집분포

를 생성해내고 이를 통해 매개 효과의 근사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을 구하

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다. 한편, AMOS는 모형의 전체 매개 효과만을 

검증할 뿐 모형 내에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매개변수 각각의 매

개 효과는 검증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7; 홍세희, 20

09).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의 적합도나 각종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인인 팬텀 변수를 생성해 각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했다. 팬텀 변수에 의해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모든 경로를 설정

하고 각 경로에 계수(regression weight)를 설정한 뒤, 95%의 신뢰구

간에서 2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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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이전에 주요 변인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다. 사회부과 완벽

주의의 경우 15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측정변수로 지

정할 경우 추정 모수의 크기가 과대해질 수 있어, 요인 알고리즘(factori

al algorithm)을 통해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문항묶음 한 뒤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의 경우 단일요인이지만 

5문항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항 묶음을 진행하지 않고 문항 하나

하나를 측정변수로 지정하였다.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 절대값이 7보다 작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은 모

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Curran et al., 1996). 

<표 6> 주요변인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학업성취압력 1 4.38 1.26 -0.76 0.13

학업성취압력 2 3.98 1.46 -0.39 -0.78

학업성취압력 3 4.40 1.33 -0.80 0.02

학업성취압력 4 4.50 1.33 -0.93 0.28

학업성취압력 5 3.46 1.55 -0.03 -1.03

합계 4.14 1.14 -0.46 -0.14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1
3.95 1.11 0.23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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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장의 <표 7>에 제시

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두 변인의 상관계수가 0.20~0.40이면 낮은 수준의 상관

관계, 0.40~0.70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r=0.517, 

p<0.01), 자기결정성 학습동기(RAI)와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

이며(r=-.280, p<0.01), 학업 스트레스와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 관

계인 것을(r=.264, p<0.01) 알 수 있다. 또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r=-.4

58, p<0.01), 학업 스트레스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0.497, p<0.01).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학습

사회부과 

완벽주의 2
3.63 1.05 0.18 -0.20

사회부과 

완벽주의 3
3.33 1.13 0.32 -0.42

합계 3.64 0.97 0.26 -0.24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RAI 2.90 3.49 -0.24 0.25

학업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4.22 0.98 -0.28 -0.42

수업 스트레스 2.98 1.02 0.30 -0.42

공부 스트레스 3.84 1.03 -0.22 -0.21

총합 3.68 0.82 -0.0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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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학업 스트레스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604, p<0.01). 

  한편, 독립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계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이러한 

현상을 다중공선성이라고 한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0.7이상일 경

우 다중공선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권순동, 2015), 본 연구

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절대값은 0.280~0.604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기준으로 공선성을 진단하였다. 공차한계의 경우 0.1이

하, 분산팽창요인(VIF)의 경우 10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데(Kline, 2010),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가 0.626~0.788, 분

산팽창요인이 1.270~1.597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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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2-1 2-2 2-3 3 4 4-1 4-2 4-3

1 　 　 　 　 　 　 　 　 　

2 .517** 　 　 　 　 　 　 　 　

2-1 .549** .881** 　 　 　 　 　 　 　

2-2 .548** .922** .772** 　 　 　 　 　 　

2-3 .282** .851** .566** .684** 　 　 　 　 　

3 -.280** -.458** -.365** -.393** -.456** 　 　 　 　

4 .264** .497** .418** .412** .485** -.604** 　 　 　

4-1 .297** .440** .364** .396** .407** -.436** .753** 　 　

4-2 .169** .378** .321** .301** .378** -.462** .810** .342** 　

4-3 .183** .400** .341** .314** .403** -.579** .882** .519** .630**

Note. 1=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2=사회부과 완벽주의, 2-1=사회부과 완벽주의 1, 2-2=사회부과 완벽주의2, 2-3=사회부과 완벽주의3, 3=RAI, 4=학업 스트레스, 
4-1=성적 스트레스, 4-2=수업 스트레스, 4-3= 공부 스트레스
**N=463,**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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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행연구에서 하위 동기들과 학업성취압력의 관계가 비일관적임

에 따라(김신아, 오인수, 2014; 김정수, 임선아, 2019)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결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자기결정성 하위 동기들 간 상관 관계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은 유

의하게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369, 0.3

25, p<0.01). 반면, 확인적 조절과 내적 조절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드러났다(r=-0.008, -0.

032, p>0.05).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외적 조절과 내사된 조절

이 통합된 통제적 동기와는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r=0.38, p<0.01), 자율적 동기와는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

타났다(r=-0.022, p>0.05).

　
외적
조절

내사
조절

확인
조절

내적
조절

통제적
동기

자율적
동기

LPEI

외적
조절

　 　 　 　 　 　

내사
조절

.645** 　 　 　 　 　

확인
조절

-0.040 .102* 　 　 　 　

내적
조절

-0.087 -0.019 .719** 　 　 　

통제적
동기

.890** .922** 0.041 -0.056 　 　

자율적
동기

-0.071 0.039 .913** .940** -0.013 　

LPEI .369** .325** -0.008 -0.032 .380** -0.022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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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모형 검증 이전에 관찰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

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본 연구는 총 12개의 관찰 변

인들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업 스트레스라는 잠재변인들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9>와 <표10>에 제시되어 있

다. χ²(df=49, N=452)는 193.07, CFI는 0.949, TLI는 0.954, RM

SEA는 0.074, SRMR는 0.0671로 나타났다. CFI, TLI는 >.90으로 좋

은 수준의 적합도, SRMR은 0.05~0.08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RMS

EA은 0.08~0.1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에 해당한다.

<표 9>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또한, 측정 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0.703~0.84

6,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0.72~0.929,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0.911, 학

업 스트레스가 0.593~0.875로 일반적인 수용기준 0.40 이상을 유의하

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ord et al., 1986), C.R. 값 또한 p<.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측정 변인들이 잠

재변수를 적절히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구성 

모형 N χ² df CFI TLI
RMSEA
(90%CI)

SRMR

측정
모형

452 193.07*** 49 0.949 0.931 0.081 0.0671

*** p<.001

요인 관측변수
Estimate 표준오차

(S.E.)
C.R.

Β β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성취압력1 1 0.784 　 　

학업성취압력2 1.206 0.815 0.066 1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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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잠재변인 중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Connell & Ryan(1985)가 

제시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상대적 자율성지수(RAI)로 측정되는데, 구

조방정식에서 단일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일지표의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한다(배병렬, 2017).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유사한 결과

를 산출한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박선미, 박병기, 2014).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을 따라 요인적재량을 1로 설정하고, 오차분산은 (1-신뢰도)×(관찰변

인의 분산)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1-신뢰도)는 관측변인의 분산에서 

오차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치에 해당한다(문수백, 2013). 해당 

방법은 추정결과를 명확히 하고, 요인적재량을 불편추정치로 만들어 측

정 문항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상대적 자율성 지수의 분산은 12.241이다. 그리

고 상대적 자율성 지수의 신뢰도는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측정하는 24

학업성취압력3 1.141 0.846 0.06 19.051***

학업성취압력4 0.989 0.735 0.061 16.184***

학업성취압력5 1.104 0.703 0.072 15.356***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1
1 0.833 　 　

사회부과

완벽주의2
1.05 0.929 0.047 22.345***

사회부과

완벽주의3
0.875 0.72 0.052 16.992***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RAI 1 0.911 　 　

학업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1 0.593 　 　

수업스트레스 1.23 0.7 0.109 11.263***

공부스트레스 1.553 0.875 0.128 12.179***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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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의 신뢰도가 0.776~0.885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그 중간 정도인 

0.830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변인의 측정오차 추정량은 (1-신

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을 통해 2.081로 계산되어 설정되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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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역동적 상호작용모델(Lazarus & Folkman, 1984)을 참고

하여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에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라는 인지적 변인들을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

정성 학습동기 각각을 매개하여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 모두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검

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모형의 C

FI, TLI는 각각 0.949, 0.932로 >.90에 해당하여 좋은 수준의 적합도

를 나타낸다. 한편, SRMR은 0.067로 0.05~0.08에 해당하여 양호한 수

준의 적합도, RMSEA는 0.081로 0.08~0.1에 해당하여 보통 수준의 적

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12>, [그림 3]과 같다.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나(β=0.567, p<0.001),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와(β=-0.082, p=0.152)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로 이어지는 경

로(β=0.202, p=0.62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β=0.213, 

p<0.01)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로 이어지는 경로(β=-0.473, p<0.00

1) 그리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β=

-0.655, p<0.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N χ² df CFI TLI
RMSEA
(90%CI)

SRMR

연구
모형

452 193.07*** 49 0.949 0.931 0.081 0.06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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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부적인 영향, 학업 

스트레스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업 스트

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결과

　
Estimate

S.E. C.R.
Β β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 학업 스트레스
-0.048 -0.082 0.033 -1.434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0.567 0.604 0.05 11.33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0.147 -0.032 0.303 -0.484

사회부과 완벽주의

→ 학업 스트레스
0.133 0.213 0.04 3.28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2.326 -0.473 0.327 -7.106***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 학업 스트레스
-0.083 -0.655 0.009 -9.327***

*** p<0.0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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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경쟁모형의 경로 유의도 검증 결과               (n=452)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서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 스트레스로 가는 두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13>와 같다. 

<표 13>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수정모형은 CFI=0.949, TLI=0.934로 >.90으로 좋은 수

준의 적합도, RMSEA와 SRMR은 각각 0.079, 0.066로 0.05~0.08에 

모형 N χ² df CFI TLI
RMSEA
(90%CI)

SRMR

경쟁
모형

452 193.07*** 49 0.949 0.931 0.081 0.067

수정
모형

452
195.215

***
51 0.949 0.934 0.079 0.06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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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에

서 수정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적합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수

정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14>

에 제시하였다.

<표 1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

벽주의로 이어지는 경로(β=0.603, p<0.001),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

기결정성 학습동기(β=-0.493, p<0.001)와 학업 스트레스(β=-0.65

6, p<0.001)로 이어지는 경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 스트레스(β

=0.16, p<0.01)로 이어지는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

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종모형　
Estimate

S.E. C.R.
Β β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0.566 0.603 0.05 11.327***

사회부과완벽주의 →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2.428 -0.493 0.252 -9.648***

사회부과완벽주의 → 
학업스트레스 

0.1 0.16 0.033 3.05**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 학업스트레스

-0.083 -0.656 0.009 -9.339***

*** p<0.0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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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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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검증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

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별적인 매개 효과와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95%의 신뢰

구간에서 원자료(N=452)로부터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은 <표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 최종모형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별적 매개효과는 95%의 신뢰구간이 0.018~

0.112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p<0.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에서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95%의 신뢰

구간이 0.079~0.163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p<0.05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 학업스트레스

0.057** 0.024 0.018 0.1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 학업스트레스

0.115** 0.021 0.079 0.16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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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수도권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

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순

차적으로 매개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연구의 의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상

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부

적상관을, 학업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는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가설 1.1~1.6을 만족

하는 결과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강문비, 2021; 한정규, 2016) 

타인의 높은 기준에 기인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높이는 반면(서

명희, 2019; 이유미, 정주리, 2016; Flett et al., 2002) 학습에 임하는 

동기의 자기결정성은 저해함을 시사한다(유지현, 장경문, 2007; Deci & 

Ryan, 1980; Ryan et al., 1997).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

아지면 학업적 자기결정성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낮은 학업적 

자기결정성 동기는 학업스트레스를 높인다는(이은주, 2017) 선행 연구

결과가 재검증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하위 동기들과 학업성취

압력의 상관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도출됨에 따라(김신아, 오인수, 2014; 

김정수, 임선아, 2019)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네 가지 자기

결정성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은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그리고 이 둘을 합한 통제적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한편 확인된 조절, 내적 조절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자율적 동기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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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압력이 외적 조절과 내사된 조절은 높이지만, 확인된 조절, 내적 

조절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김정수, 임선아(2019)의 고등

학생 연구를 지지하며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이 개인이 부여한 학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위협하거나 학업에서의 즐거

움을 저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로계수 분석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대학생의 학업 스트

레스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arus & Folkma

n(1984)은 스트레스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개인

이 그 사건 자체와 자신이 지닌 자원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그리

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결과

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만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며 

학업성취 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내면화되어 낮은 자기결정성 동기

가 나타남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Lazarus 

& Folkman(1984)의 이론을 학업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심할 경

우 자녀는 부과된 높은 기준과 기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그들의 불승인

과 거절을 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추게 되고(Hewitt & Flett, 1991; 

Miquelon et al., 2005) 이러한 신념은 학업 상황에서 우울, 불안, 근

심, 초조함(박병기, 박선미, 2012)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된다. 이는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

(서명희, 2019; 이유미, 정주리, 2016; 정종희, 2009; Appleton et al., 

2010; Damian et al., 2013; Flett et a., 2002)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이수민, 양난미, 

2011; 이은주, 2017; 정아영 외, 2017)가 통합적으로 재검증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결과는 대학생들이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사회부과 완벽주의적 신념을 수정하기

만 해도 학업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 자기결정성 학

습동기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경

로계수 분석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경로

는 유의하지 않지만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 스트레스의 경로는 유



- 54 -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의 직접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낮아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업 스

트레스를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은주(2017)과 Orsini 등(20

16)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중매개 분석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사이를 완전 매개함을 확인했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직접경로가 사회부

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강력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서는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을 완벽주의적 기대로 내면화하는 인지적 과

정이 선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자녀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지각

하는 방식에 따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김

정수, 임선아(2019)의 제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높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 동기의 자기결정성이 감소함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높은 학업성취압력을 경험하면 사회부과 완

벽주의 수준이 높아진다(Damian et al., 2013). 즉, 타인의 기준을 완

벽하게 만족하지 못할 때, 타인으로부터 거절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추게 

되고(Hewitt & Flett, 1991; Miquelon et al., 2005) 자녀는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려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

은 필연적으로 무력함을 유발하며 점차 타인의 불승인과 거절을 피하는

데 몰두하게 만들어(Flett et al., 1994; Hewitt & Flett, 1991)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을 낮추고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한다(이은주, 2017; 

Orsini et al., 2016).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발생 단계를 

확인함으로써 상담학적 개입에 여러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연

구의 의의 부분에서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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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연구대상, 방법, 결과와 상담과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연구의 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변인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발

생하는 과정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

는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로 꾸준히 보고되었으나(박외숙, 1995; 서은

영, 이승림, 2018; 송현종, 1996; 오혜영 외, 2018) 학령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보다 덜 주목받아 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미비

하게 진행되었는데,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특수 집단만

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신소홍, 2014; 양윤경 외, 2014; 이미현, 박미숙, 

2014) 보편적인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녔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입시라는 획일적이고 안정적인 목표가 사라지면서 급격

히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머물러있는 대상

으로 바라보고(이숙정, 유지현, 2008)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대학생들에게 유의한 환경 변

인이며, 학업적 어려움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를 새롭게 제기한

다. 그동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강

력한 환경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지만(선혜연, 오정희, 2013) 국내 일

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간과된 경향이 있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들에

게 ‘성취’는 주로 ‘대학입시’로 귀결되지만(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진로’를 의미하기 때문에(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7) 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학업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기대하

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은 6점 만점에 평균 4.1447, 중앙값 4.2, 최빈값 4.0으로 나타

났으며 해당 변인은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초,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보고되며(박영신, 김의철, 2000), 상당수의 대학생이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Deb 등(2015)의 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향후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새롭게 고려할 변

인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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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Wang & Heppner(200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지각된 부모 기대(PPE) 척도를 사용함으로

써 대학생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타당하게 측정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주로 강영철(200

3)의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는데(김영혜, 안현의, 2014; 김지근, 김나래, 

2020; 김정수, 임선아, 2019; 서문화, 윤미선, 2021; 선혜연, 오정희, 2

013; 오아름, 신태섭, 2017; 장경아, 이지연, 2014; 조하정 외, 2021), 

해당 척도는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 검사 11문항과 김경옥(199

2)의 부모의 성취압력 검사 20문항을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발

하였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강영철(2003)의 척도는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할 때 발생하

는 성취압력을 측정하여 혼자 사는 비율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보다 

높은 대학생 집단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다(전예숙 외, 20

15). 가령,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신

다’와 같은 문항들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타당하

게 측정한다고 할 수 없다. 김지근, 김나래(2020)와 조하정 등(2021)

은 현재형으로 작성된 문항들을 현재형(과거형)으로 변경하여 타당도를 

보완하고자 시도하였는데(예: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깨우셨다).), 이러한 방법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현재

도 유의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Wang & Heppner(2002)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

발한 지각된 부모의 기대(PPE)를 이기세 등(2018)이 국내 정서에 맞

게 번안, 타당화한 문항들 중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여 구

인을 측정하였다. 이기세 등(2018)의 척도는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으며(이기세 외, 2018; Wang & Heppner, 2002)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개발되었기에 기존 척도보다 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형 문항들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대학생들이 경험 중인 

압력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있어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김아영(2002)의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통해 전반적

인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내적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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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적 동기에 이르는 서로 다른 수준의 자기결정성 동기들은 공존할 

수 있으며(김정수, 임선아, 2019)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외적으로 조절되는 환경에서 내적 동기는 감소하는 반면, 내적 동기

는 외적 동기를 내면화되도록 촉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Ryan & Deci, 2017). 본 연구는 이러한 역동을 고려하여 전반적

인 동기에 반영된 자기결정성 수준을 하나의 수치로 산출하여, 환경 변

인과 학업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동기 변인을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설명

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연구 결과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 다차원적 완

벽주의 이론, 역동적 상호작용이론을 통합, 검증하고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본 모형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

녀의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을 낮춰 학업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것

을 확인하여, 외적 귀인이 유발되는 환경에서 자기결정성 수준이 감소하

고 뒤따라 심리적 건강이 저해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검증하였다(De

ci & Ryan, 2017). 또한,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완전 매개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부

과 완벽주의가 부모의 높은 기대에 의해 유발되며, 높은 수준의 사회부

과 완벽주의를 경험하는 개인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타인의 불승인과 거

절을 피하고자 노력함을 검증하였다(Flett et al., 1991; Hewitt & Flet

t, 1991).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만으로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가 설명되지 않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를 매개해

야만 학업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연구결과는 Lazarus & Folkman(19

91)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넷째, 상담 및 교육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정 내 환경 변인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인지적 기제를 연구함으로써 상담 개입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Lazarus & Folkman, 1991).

  우선, 본 연구는 대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할 경우,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을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높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사회부과 완벽주

의 성향 그리고 낮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모두 학업 스트레스의 위험

요인이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유발하고 

낮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로 이어져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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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사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 수준, 더 나아가 부모

와의 관계를 탐색하여 내담자의 역사적 배경, 상황적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적 신념과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을 확인하여 

내담자의 개인 내적 요인과 자원 및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이윤주, 김

계현, 2002). 해당 지점들에 대한 탐색은 호소문제의 근원 원인과 유지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담의 방향과 전략 및 기법을 수립하여 밀

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단순히 학업 장면에만 국한

하여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낮은 자

기결정성 학습동기와 연결지어 이해해보게 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이해를 갖추고(박세란, 2015; 박세란, 이훈진, 2015), 자기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다(이수민, 양난미, 2016). 이를 통해 학업 장면에서의 

고통을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 이해와 친절로 돌보는 태도가 생겨날 수 

있다(Neff, 2011).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학습 동기의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그동안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왔지만(김정수, 

임선아, 2019; 유지현, 장경문, 2007; 이은주, 2017; Orsini et, 201

6), 자기결정성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자율적 동기를 일시적으로 고양하

는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왔다. 가령, 이민희(2009)는 내적 조절을 높이

기 위해서 공부의 즐거움과 새로운 사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확

인적 조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의 중요성, 필요성, 의미, 가치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송충진(2017)은 학업 장면에

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높은 내재동기로 이어진다고 밝혔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

습동기의 자기결정성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

순히 자율적 동기를 높이는 개입이 임시방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Ry

an & Deci(2017)는 외적 조절이 내적 조절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하

기 때문에 통제적 동기 수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높아진 자율적 동기 

수준은 다시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통제적 동기를 유

발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한 개입이 자율적 

동기를 촉진하는 개입 이전에 선행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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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상담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유지시키는 역기능적 신념들을 

수정하여 내담자의 통제적 동기에 대한 강화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 사

회부과 완벽주의는 ‘완벽해야만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적 수용(conditional acceptance)과 ‘타인의 높은 기준

에 맞게 나를 표현해야 한다’는 타인의 높은 기준(other’s high stan

dards)을 포함한 역기능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김민선 외, 2009). 따라

서 주요 타인의 기준에 어긋난 상황에서‘이 정도 밖에 못하다니’,‘엄

마가 실망하시겠지’와 같은 자동적 사고와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력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을 조금 더 합리적 사고와 신념으로 대

체하는 개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지연, 양난미, 2014).

  또한, 이러한 신념은 그동안 학업 성취압력을 가해온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준 경험이 적어 발생했을 수 있다(정승진, 2008). 

따라서 상담사는 내담자가 높은 기준에서 어긋나더라도 내담자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내담자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수용적인 반응을 

통해 건강한 방향으로 대인관계 규칙을 재학습하도록 상담 관계를 형성

해야 한다(라수현, 2020; 라수현 외, 2020). 즉, 상담사는 교정적 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내담자가 이와 같은 관계를 상담 밖에서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더 이상 ‘조건적 수용’과 ‘타인의 

높은 기준’과 같은 역기능적 신념에 매몰되어 자기결정적이지 않은 노

력을 쏟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며, 타인이 

기대하는 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

록 돕는다(박지연, 양난미, 2014). 

한편,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녀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네 가지 하위 동기들을 단일한 지수로 산출하는 변수 중심적 접

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은 변인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

는 데는 유리하지만, 각 개인의 내적인 역동을 파악하고 대학생 전체 집

단에서 주목해야 하는 프로파일을 유형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통해 전반적 동기에 반영된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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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하위 동기들의 분포 양상에는 주목하지는 못

하였다. 여러 자료가 동일한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나타낼지라도, 상대

적 자율성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동기들의 각 수준은 다를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조합 차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 스

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군집 분석을 통해 하위 동기들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변수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Moran et al., 

2012).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대적 자율성 지수 산출 방식은 무동기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무동기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낮게 나타

난다고 알려졌으나(한순미, 2003) 수업 지속의도(이강우 외, 2014), 학

업성취도(안도희 외, 2007)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존의 K-SRQ-A에 무동기에 해당하는 문

항들을 포함하여 설문을 실시하거나, 무동기를 포함하여 개발된 대안 척

도를 채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Vallerand 등(1997)이 

개발한 AMS(Academic Motivation Scale)는 무동기, 외적 조절, 부과

된 조절, 확인적 조절, 내적 조절 모두를 측정하며, 상대적 자율성 지수

는 무동기를 포함하고 부과된 조절을 제외한 네 변인으로 산출한다. 단, 

해당 척도는 국내에서 번안, 타당화 되지 않아 활용하기에 앞서 여러 선

행 절차들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할 때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

를 뒷받침할 이론과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으나,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는 점에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

라서 인과관계를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나 종단적 설계 등

의 연구방법으로 본 주제를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범주의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결과를 일반

화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의 보편성 확보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

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대상의 학교 소재지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

였고 이에 따라 확보된 자료는 지역이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근거를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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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첨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이

상 27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그 관련 변인들(부모의 성

취압력,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사회부과 완벽주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입니다. 질문지는 총 7페이지이며, 소요시간은 약 5~10분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물리적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오로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을 시작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그만두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연구 책임자의 엄격한 보안 하에 영구 보관됩니

다. 수집된 자료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식별정보(휴대폰 번호)의 

경우 사례 지급 직후 파기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대학생의 학업스트

레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효

과적 상담 개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규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수료)

: 010-2753-4232

: 9yeon9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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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선별 질문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4년제 대학교 학생이다.

 □ 예 □ 아니오

2. 현재 학교를 재학중이다(휴학, 수료 상태 제외).

 □ 예 □ 아니오

3.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에 해당한다.

 □ 예 □ 아니오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선정기준에 충족하시는 분만 참여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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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개인 식별정보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만 ( ) 세

3. 당신의 현재 대학교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 (1-2학기) 

  ② 2학년 (3-4학기) 

  ③ 3학년 (5-6학기) 

  ④ 4학년 (7-8학기) 

  ⑤ 5학년 (9학기 이상)

4. 당신의 전공은 어디에 속합니까? (복수/이중 전공일 경우 복수 응답 가능)

  ① 인문학

  ② 사회과학

  ③ 자연과학

  ④ 공학

  ⑤ 교육

  ⑥ 예체능

  ⑦ 경영학

  ⑧ 의학

  ⑨ 간호학

  ⑩ 약학

  ⑪ 생활과학

  ⑫ 농업생명과학

  ⑬ 기타

5.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는 사례 지급을 위함이므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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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 척도 (SAS)

다음은 학업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은 후 해당되

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확실히�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2 3 4 5 6

문 항 해당하는 정도

1.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괴롭다. 1 2 3 4 5 6

2.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나에게 화가 난다 1 2 3 4 5 6

3. 성적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1 2 3 4 5 6

4.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6

5.
목표는 높은데 나의 성적은 너무 낮은 것 같아 우울하

다. 
1 2 3 4 5 6

6. 수업시간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1 2 3 4 5 6

7. 수업시간이 되면 졸린다. 1 2 3 4 5 6

8. 수업시간이 되면 다른 생각이 나서 괴롭다. 1 2 3 4 5 6

9.
수업 받는 것 보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짜증난다. 
1 2 3 4 5 6

10

.
수업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괴롭다. 1 2 3 4 5 6

11

.
해야 할 공부양이 많아 답답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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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점점 어려워지는 공부가 두렵다. 1 2 3 4 5 6

13

.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채 공부를 하기 때

문에 답답하다. 
1 2 3 4 5 6

14

.
각 과목에 따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몰라서 괴롭다. 1 2 3 4 5 6

15

.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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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과적 완벽주의 (MPS)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대체

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 3 ------ 4 ------ 5 ------ 6 ------ 7

문 항 해당하는 정도

1.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

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2.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

다고 쉽게 인정한다.
1 2 3 4 5 6 7

3.
내가 일을 잘 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
1 2 3 4 5 6 7

4.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들을 성공

시키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6 7

6.
내가 모든 일을 잘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6 7

7.

일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

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한

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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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

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내가 실수 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나타내지

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1 2 3 4 5 6 7

11.  나의 가족은 내게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6 7

12.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면에서 뛰어

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신다.
1 2 3 4 5 6 7

13. 사람들은 나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한다. 1 2 3 4 5 6 7

14.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

을 기대한다. 
1 2 3 4 5 6 7

15.
내가 실수를 할 경우에도 내 주위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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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의 기대 (PPE)

당신은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기대받지 

않음

완전히

기대 받음

1 ------ 2 ------- 3 ------- 4 ------- 5 ------- 6 

문 항 해당하는 정도

1. 부모님은 내가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신다 1 2 3 4 5 6

2.
부모님은 내 학업성적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6

3.
부모님은 내가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기를 기대하

신다.
1 2 3 4 5 6

4.
부모님은 내게 이상적으로 여기는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기대하신다.
1 2 3 4 5 6

5.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과 가문을 빛내주기를 기대하신

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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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 학습동기(K-SRQ-A)

당신의 학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3 --------- 4 ---------- 5

문 항 해당하는 정도

1.
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를 

한다.
1 2 3 4 5

2.
나는 교수님(선생님, 조교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

다.
1 2 3 4 5

3. 나는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공부를 한다. 1 2 3 4 5

4.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공부를 한다. 1 2 3 4 5

5.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

시므로 공부를 한다
1 2 3 4 5

6.
나는 교수님(선생님, 조교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부한다.
1 2 3 4 5

7.
나는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

다.
1 2 3 4 5

8.
나는 어려운 도전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공부를 한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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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공부를 하면 교수님(선생님, 조교님)이 칭찬을 하시므

로 공부를 한다.
1 2 3 4 5

10

.
나는 성적이 나쁘면 창피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1 2 3 4 5

11

.

나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1 2 3 4 5

12

.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를 한다. 1 2 3 4 5

13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교수님(선생님, 조교님)이 페널티(감

점, 지적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1 2 3 4 5

14

나는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다. 1 2 3 4 5

15
나는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공

부한다.
1 2 3 4 5

16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를 한다. 1 2 3 4 5

18
나는 친구(동기)들이 나를 똑똑한 학생으로 봐주기를 원하

므로 공부한다.
1 2 3 4 5

19
나는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므로 공부한다.
1 2 3 4 5

20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1 2 3 4 5

21
나는 교수님(선생님, 조교님)이 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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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설문지에는 척도의 이름은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예: 학업스트레스 SAS)

* 실제 설문지에는 ‘해당하는 정도’가 숫자가 아닌 텍스트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 “1”~“5” 숫자 대신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라는 텍스트)

22 나는 경쟁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1 2 3 4 5

2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려고 공부한다. 1 2 3 4 5

24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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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n Academic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Determined Academic 

Motivation-

Name GYUYEON KIM

Department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lve into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pressure on academic stress and to further investigat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 

determined motivation which illustrates the way parental academic pressure 

affects academic stress. For this purpose, 463 students were surveyed by 

Scale of Academic Stress(SA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 Korean-Academic Self Regualtion Questionaire(K-SRQ-A), 

and Parental Expecation on academic achievment(PPE-A). To analyze the 

relation of four constructs, SPSS 25.0 and AMOS 22.0 was used to verify 

structural equational model(SEM).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of all four construc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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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achievement positively affecte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al stress and negatively affected 

self determined motivat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negatively 

affected self determined motivation but positively affected academic stress 

and self determined motivation negatively affected academic stress. Also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lone mediated the relation of parental 

pressur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 determined motiva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pressur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This study sheds the new light on mechanism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stress. It implies that university students still get significant 

effect from their parents and their parental environment can lead to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hich lowers the self determined 

motivation on studying and results in academic stress. This paper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o suggest specific methods for intervening or 

preventing university students’academic stress.

keywords : parental academic pressu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determined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stress, 

Student Number : 2020-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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