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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ᕽು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기,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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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자기조절학습을 잘 하는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다. 지금
까지 수행된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는 학습자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설명, 예측하고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학습은 학습자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 학습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과 자기조절학습의 관련성을 파악한다면 자기조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를 둘러
싼 환경 중 가장 기본적 환경인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
한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자기조절학
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을 밝혀내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발달
을 위해 가정 내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중 지난 25년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학습자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1980년대
에 심리학 분야 중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Zimmerman 등의 학자가 이
러한 연구를 토대로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조절해 나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조
절학습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래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조
절학습은 19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니만큼 연구 초기에는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이나 구
성요소,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에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교수-학습과정의 결과인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정미경
(1999)의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구조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은 학업성
취의 30%, 중학교 2학년은 학업성취의 32%, 고등학교 2학년은 학업성취의 18%가 자기조절학습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조절학습의 구성 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권성연 외(200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와 단계별 구성 요인, 그리고 구성요인들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자기조절학습이 전사고, 수행, 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박성익 외(2004)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 요인은 초인지 요인, 학습전략 요인, 동기 요
인 세 가지이며, 이러한 요인들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세 번째, 자기조절학습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이다. 정미경(2000, 2003, 2005)은
초등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의 표준화와 중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 대학생용 자기조절학
습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했으며, 양명희(2000) 역시 자기조절학습의 모형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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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당화했다.
네 번째, 자기조절학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다룬 연구이다. 김형수 외(2007)
는 메타분석에 기초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들은 1990년
이후 발행된 국내 학위 및 학술지 논문 37편을 분석해 89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는데, 분석
결과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73(U3=76.73%)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목표지향성, 학습동기, 지연행동, 불안수준, MBTI 성격 차원 등 학습자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김은영 외, 2006; 권성연, 2008; 서
은희, 2007; 양명희, 2005; 양명희 외, 2006; 한민경, 2009).
양명희(2002)는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Strage(1998)는 학습자의 학
습 환경 특징이 학습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는 많지만, 가정환경이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자기조절학습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들 중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 대부분이
가정환경 중 일부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다루거나, 몇몇 연구들 간에도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 친밀감이 자기조절학습과
정적인 상관관계(Strage, 1998; Lee 외, 2007)를 보이며, 부모 학력, 부모의 기대나 지원이 자기조
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동춘, 2007)가 있는 반면, 가정형편이나 형제
수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정정애, 2008)도 있다. 자
기조절학습은 지능과 같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처한 환경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며,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달 가능하다(Cross 외, 1988).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변인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고,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다룬 소수 연구들이
일관적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여러 배경 변인 중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간의 상관은 어떠한
가 둘째, 가정환경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가정환
경 하위 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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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ᯕುŁₑ
aᱶ⪹Ğ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은 일반적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뉘며, 이 중 가정환
경은 인간이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으로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영
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은 대체로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위변인은 정적인 환경으로 부모
의 결손 여부,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원 등이 포함되고, 과정변인은
동적인 환경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집안 분위기 등 학습자의 독특한 특성 발달에 관련된 심리적
환경을 포함한다(임창재, 1994). 송인섭 외(2006)는 중․고등학생용 가정환경 검사를 개발하고 타
당화하였다. 그들은 관련 문헌과 기존에 개발된 가정환경 검사의 구성요인에 근거하여 가정환경
의 구인으로 가족의 구조환경, 사회적 지위환경,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상정하였다. 가족의 구조
환경은 출생순위와 자녀 수, 사회적 지위환경은 사회경제적 지원, 부모직업과 학력, 그리고 가족
의 심리적 환경은 기대와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대 요인에는 교육기대와 부모관심이, 지원
요인에는 능력평가와 심리적 지원이 포함된다. 그들은 가정환경 구조모형의 검증을 통해 가정환
경이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가족의 사회적 지위 변인이 가정환경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정환경 관련 연구로 가정환경과 학업성취도 혹은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인 지위 변인과 과정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
는 반면(Arbona, 2000; 윤경희, 2003), 가족 간 상호작용인 과정 변인이 구조적 변인에 비해 학업
성적이나 교과에 대한 태도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Bloom, 1964; Simpson 외, 1982)도
있다. Schneider(1993)도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부모와 아동과의 토론이나 대화,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대 등이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재철(2004)은 가정환경, 학습태도, 수학성적
및 수학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의 수학성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수학성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홍승희(1999)는 가정환경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가정환경 하위
변인 중 과정변인이 구조, 지위변인에 비해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과정변인 중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양육태도 변인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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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경희 외(2002) 역시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경제적 지위환경보다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학업성적에 미
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남덕진 외(2002)는 가정환경을 부학력, 모학력, 수입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방식,
심리환경으로 나누어 초기 가정환경 변인과 자아개념의 구조관계를 밝혔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이 양육방식과 심리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손진희 외(2006)는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심리환경인 부모관여와 부모-자녀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지위변인은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질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히면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환경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지위변인과 과정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지위변인이 내포하는 교육적 함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정변인의 중요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가정환경과 학습자 특성 변인, 학업성취 간 구조를 분석한 연구
들에서 가정환경 내에서도 지위환경이 심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ʑ᳑ᱩ⦺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지와 정서, 행동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hunk 외, 2008).
Zimmerman(1986, 1990)은 자기조절학습을 아동이 학습할 때 상위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
로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자기조절능력이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 촉
진자라고 하였다. 상위인지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학습을 계획, 점검, 자기평가를 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한 통찰력과 확신을 가진다. 동기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발적이며, 과제에 본질적인 흥미를 가지고 접근한다. 행동적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 구조화하고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줄만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고, 학습과정 중에 자기교수와 자
기강화를 한다. 자기조절학습자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시 상위인지적, 동
기적, 행동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
Pintrich 외(1986)는 ‘자기조절’은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단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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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학
업 수행의 향상을 가져오는 주요인이라고 하였다.
양명희(2002)는 자기조절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자기조절의 대상에 따라 인
지중심, 동기중심, 행동중심의 세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인지중심 연구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
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으로 시
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이 포함된다. 초인지전략은 학습자가 학습하면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통
제,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계획, 점검, 조절로 나뉜다. Pintrich 외(1990)는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적 변인들과 실제적인 학습과제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 또한, Corno 외(1983)와 Weinstein 외(1986)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전략을 사
용하여 학습 자료를 기억, 조직, 변형하면서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동기중심 연구는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을 선택하여 인지를 조절해 나가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학습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동기가 전제되어야 함
을 주장한다. 초기의 자기조절학습 연구들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만 집중함으로써 동기적 요
소를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한 동기적 특성으로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
감, 성취가치가 있다.
셋째, 행동중심 연구는 인지와 동기만으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
며, 학습자 행동 특성 중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학습시간 관리 등에 관심을 두었다. 행동통제는
학습하는 동안 발생하는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동기 상태를
행동으로 옮겨내는 힘이다. 행동통제와 더불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업시간이나 노력을
관리하는 것도 행동중심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정미경(2003)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해석하여 공통점을 정리하고 종합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
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학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련 문헌과 기존의 자기조절학습 검사의 구성 요
인을 검토하여 자기조절학습이 동기 조절, 인지 조절, 행동 조절의 이론적 구성 요인들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학습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Zimmerman 외(1986)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전략 사용과 학업성취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높은 학업성취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10학년 학생 각각 40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및 과제를 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14개의 자기조절학습 하위 전략 중 13개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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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더 빈번히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윤광심(2003)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총 75편의 논
문을 선정하여 164개의 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63(U3=73.57%)
으로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근거할 때,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참여 여부,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
동적인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aᱶ⪹Ğŝᯱʑ᳑ᱩ⦺šಉᖁ⧪ᩑǍ
지금까지 수행된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들에서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을 모두 포함한 가정환
경변인이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
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몇몇 연구들에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
루고 있다. Lee 외(2007)는 대학생 대상 가족 친밀감과 자기조절학습, 학교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의 친밀감과 자기조절학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19～.36)이 있
음을 밝혔으며, 가족의 친밀감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총변화량의 14%를,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친밀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학습방법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
한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집중이 잘 되는 공간에서 공부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동료나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ge(1998)는 가정 관련 변인과 대학생의 자기조절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이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14～.38)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미경(2004)은 중학생 대상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
형편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학습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보지지가 자기조절학습과 .588을
나타냄으로써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탁수연 외(2006)는 대학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성취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증가하고,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과
정을 검증하였다. 박동춘(2007)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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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과정환경, 사회적 지지환경으로 나누어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정환경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학습의
각 하위변인인 인지, 초인지,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
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지위환경의 하위영역 중 부모의 학력은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과정환경의 하위 영역 중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지지 환경 중 정보지지가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
정애(2008)는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힌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조절학습에 높은 상
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성취와 합리가 함께 4.9%를 설명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은 자기조절학습을 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
육태도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의
미한다. 또한 가정환경 상집단은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인 하위 요인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정환경 하집단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서 평균이 높게 분석되었
음을 밝히면서, 가정환경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연구에서 형제 수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요인
중 시험준비에서만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의 차이가 있을 뿐 공부 시작, 공부 지속, 긴장 이완,
공간 관리 등 나머지 하위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김미숙
(2005)은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자기관찰, 자
기판단, 자기반성을 포함하는 자기조절효능감의 경우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t=3.84, p<.0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환경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주요한 배경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세밀하게 다룬 연
구들이 많지 않고, 연구에서 다루는 각각의 가정환경 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역
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중학
생(정미경, 1999)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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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ᩑǍႊჶ
ᩑǍ༉⩶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는 가정환경 중 구조환경과 지위환경
이 심리환경인 기대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자기조절학
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ᩑǍݡᔢ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 강북과 강동,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의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설문 실시 결과 총 614명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결측치가 있는 응답지를 제외한 504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231명(45.7%), 여학생은 273명(54.3%)이었으며, 학년별로
는 1학년이 188명(37.3%), 2학년이 155명(30.8%), 3학년이 161명(31.9%)이었다.

ᩑǍࠥǍ

1) 가정환경 검사
송인섭 외(2006)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중․고등학생용 가정환경 진단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환경은 형제 수, 출생
순위로 구성되었고, 지위환경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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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리환경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 능력 평가, 심리적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검사문항은 총 64문항으로, 구조환경 2문항, 지위환경 7문항, 심리환경 55문항이었다. 구조환경
과 지위환경 중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제외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좋은 것으로 설명된다. 가정환경의 하위 구성 요인별
신뢰도검증 결과는 내적합치도 지수 Ȼ=.83～.91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Ȼ계수는 .946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자기조절학습 검사
정미경(2003)이 개발한 중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기영역은 Pintrich와 De Groot(1990)의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 상위인지영역은 Paris 외(1988)가 만든 Index of Reading
Awareness, 학습전략영역은 McKeachie 등(1986)이 만든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검사 문항은 총 82문항으로 동기조절 요인이 33문항,
인지조절 영역이 29문항, 행동조절 영역이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조절학습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시험불안을 제외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
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구성 요인별 신뢰도검증 결과는 내적합
치도 지수 Ȼ=.72～.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Ȼ계수는 .956으로 높게 나타났다.

ᯱഭᇥᕾ
수집된 자료는 SPSS 17과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하여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영역별 단순상관을 산출하여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기조절학
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가정환경 하위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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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ᩑǍđŝ
이 연구는 학습자의 여러 배경 변인 중 1차적 환경인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들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을 파악한 후,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인이 가지는 경로의 유의미성을 확인
하였다.

aᱶ⪹Ğᄡᯙŝᯱʑ᳑ᱩ⦺eᔢššĥ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상관은 .613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가정환경 하위 변인
인 구조환경-형제 수, 출생 순위-, 지위환경-부모직업, 학력,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환경-부모관
심, 심리적 지원, 능력평가, 교육기대-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구조환경을 제외한 지위환경과 심리환경은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 중
시험 불안을 제외한 모든 하위 변인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가정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가정
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조환경이나 지위환경에 비해
심리환경이 자기조절학습과 더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능력평가는 학생들의 자기
조절학습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부모 관심, 심리적 지원, 교육 기대 순으로 자
기조절학습과 상관이 높았다.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구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은 자기조절학습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간
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가정환경 하위 변인이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표 1> 가정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간 상관관계 (n=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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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가정환경 중 심리환경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변인인 동
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기조절 중 자기효
능감에는 능력평가와 부모관심이, 내재적 가치에는 능력평가와 교육기대가, 시험불안에는 능력
평가가, 목표지향성에는 교육기대와 부모관심, 능력평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지조절 중 정교화에는 능력평가가, 시연에는 능력평가와 부모관심, 교육기대가 점검에는
능력평가와 부모관심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행동조절 중 시간과 공부조절에는 능
력평가와 부모관심이, 노력조절에는 능력평가와 교육기대가, 학습행동조절에는 능력평가와 부
모관심, 교육기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생의 자기
조절학습 능력 전반에 걸쳐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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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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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ᱩ⦺ᨱ⦽ݡĞಽᇥᕾ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가정환경 하위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ɑ2 값은 228.109(df=47, p=.000)로 모형과 자료가
2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ɑ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
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고,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며, ɑ2 값이 모형오류 뿐 아니라 표
본크기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더 이상 널리 쓰이지 않으며, 대신 적합도 지수가 주로 이용
된다. TLI와 CFI가 .90 이상이거나 RMSEA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인 경우에는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보통의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TLI는 .869, CFI는 .906, RMSEA는 .088로 모형의 적합도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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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경로모형의 적합도
卆5+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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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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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3;;

***p<.001
[그림 2]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경로 모형

[그림 2]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과 자기조절학습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경로 모형이다. 모형에서 지위 → 지원 →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구조 → 기대, 구조 → 지원의 경로계수
는 각각 .02와 .0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위 → 기대, 지위 → 지원의 경로계
수는 각각 .94와 .89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p<.001). 또한, 기대 →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
수는 .06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원 →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는 .7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연구모형을 검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와 지원을 포함하는 심리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위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변인은 기대변인과 지
원변인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변인은 기대변인이나 지
원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자기조절학습과 정적 관계를 갖는 심리환경 변인은 지원
변인이었다. 지위변인은 지원변인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기대변인은 자기조절학습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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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n=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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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ၰם᮹
본 연구는 가정환경 하위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강동과 강북,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중학교 3개교의 1, 2, 3학년 504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및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는 상관을 산출하여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
하였으며, 가정환경의 하위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환경 하위변인들과 자기
조절학습의 관계를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학생의 가정환경 변인은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유의한 상관(r=.616)이 있으며, 각 하위
변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r=.120～.574)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환경(r=.130～.574)
은 구조환경이나 지위환경(r=.120～.341)에 비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월등히 높은 상
관을 보였다.
둘째, 가정환경 변인 중 심리환경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2

(R =.037～.3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환경 변인은 학습자의 동기조절 변인 중
‘자기효능감(R2=.375)’, 행동조절 변인 중 ‘노력조절(R2=.327)’과 ‘학습행동조절(R2=.303)’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환경은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조절 변인
1)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들 중 유의수준 .01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을 보인 것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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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험불안’,
‘목표지향성’이 포함된 동기조절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은 ‘능력평가’였
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능력평가’와 ‘부모관심’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았다.
‘내재적 가치’는 ‘능력평가’와 ‘심리적 지원’, ‘목표지향성’은 ‘교육기대’와 ‘부모관심’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능력평가’를 제외하고 가정환경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조절 변인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설명력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화’ 능력은 ‘능력평가’에 의해, ‘시연’과 ‘점검’ 능력은 ‘능력
평가’와 ‘부모 관심’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은
행동조절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공부조절’ 능력은 ‘능
력평가’와 ‘부모관심’에 의해, ‘노력조절’ 능력은 ‘능력평가’, ‘교육기대’, ‘심리적 지원’, ‘학습행동
조절’ 능력은 ‘능력평가’와 ‘부모관심’, ‘교육기대’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능력평가’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 하위변인과 자기조절학습 간 경로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 하위 변
인 중 구조 환경은 심리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위 환경은 심리환경인 기대와
지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 변인은 다시 지원 변인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구조환경을 제외한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은 자기조절학습 하위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관련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Strage, 1998; Lee 외, 2007)과 일치한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변인 중 형제 수와 출생순위를 포함한 구조환경은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위환경 역시 심리환경에 비해 자기조절학습과는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다른 심리환경에 비해 자기조절학습과
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즉 학업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자녀의 학업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정환경 중 구조환경과 지위환경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심리환경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
업성취도나 정의적 특성이 구조변인이나 지위변인보다 과정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는 선행 연구 결과들(Simpson 외, 1982; 홍승희, 1999; 윤경희 외, 2002; 이미경, 2004; 손진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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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정애,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인지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은 지위환경이며, 동기조절과 행동조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이 과정환경임을 확
인한 박동춘(200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능력
평가와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문제해결력, 학교생활 등 교육과
관련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수록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 능력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중학생의 자기
조절학습 하위변인 전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학습 능력에 대한 부모의 인정과 지지가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동기와 인지,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심리적 지원’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학
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부모의 심리적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
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적․심리적 지원이 낮아짐을 밝힌 박동춘(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간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가
정환경 중 지위환경은 심리환경인 기대와 지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위환경이 심리환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윤경희 외, 2002;
김재철, 2004; 손진희 외, 2006; 정정애, 2008)과 일치한다. 즉,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사회경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자녀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
한다. 심리환경 중 지원은 다시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지지적인 환경이 자기조절학습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선
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이미경, 2004; 탁수연 외, 2006; 박동춘, 2007; 정정애, 2008). 이 같은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일수록 자기조절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자기조절학습에 영
향을 주는 선행변인으로서의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기조절학습 능
력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일정 부분 설명된다. 특히 가정환경 변인 중
지위환경이나 구조환경에 비해 부모의 태도에 의해 변화 가능한 심리환경이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
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학습자 개인 수준의 훈련이나 노력에 심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조력이 더해진다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발달에 매우 큰 성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가정 변인을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의 여러 하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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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로 세분화하여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자기조절학습
의 하위 영역 능력 향상에 가정 내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정환경의 영향을 면밀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시사점에 근거하여 자녀 능
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적인 가정 분위기 형성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다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자기조절학습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수자나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기조절학습 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확대된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한 설문이 총 응답자 614명의 82.1%인 504명으로
응답률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결손 여부를 밝히는 것이
불편한 학생이 적지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표집
이 편향되었을 수 있다. 학생의 구조환경, 지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임교사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가 진행 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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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detail.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influence of respective variables of home
environment, including structure environment, status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on the students' perform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This study thus leads
to the specific path through which home environment influences the perform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This study surveyed 504 middle-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through the
Questionnaire on Home Environment and the Assess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It then
analyzed the survey outcomes by adopt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of the students, among several variables of home environment, has more influenced on their
capacity for self-regulated learning than such variables as structure environment and status
environment. The analys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parents’ optimistic view of the student’s
capacit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upon the capacity of students for self-regulated learning.
The analysis verifies that status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Then parents' psychological support and view of the student's capacity
among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variables influence the student's perform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Despite the recent scholarly attention to the economic circumstances and
household structure, this study implies the close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are
still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Key words: home environment,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self-regulated learn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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