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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국 부모 및 청소년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 있다.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 주요 사회적 환경요인인 부모는 청소년들의 학업동기 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부모의 어떤 관여행동이 청소년들의 학업동기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모의 관여 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KELS의 모태가 되었던 미국

의 ELS2002 자료를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를 연구했던 미국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특성들의 문화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 대부분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록 설명량은 작지만, 부모의 다양한 관여 행동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변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과 청소년들의 학업동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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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  특성이 형성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Bigner, 2006). 인간 

행동  학습에 한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모든 기능은 사회  시스템을 기 로 형성

되며(Bandura, 2005), 이러한 사회환경  요인들은 개인의 생각  행동에 향을 미친다

(Schunk & Zimmerman, 2006).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주요 사회 환경  요인 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해 부모의 향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학문

으로나 실제 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간 자녀의 발달  특성에 한 부모의 향에 한 

경험 인 연구들은 부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기 부모-자녀 계에 향을 으로써 자녀의 

심리사회  발달, 자아개념, 태도, 가치   행동수행 능력에까지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주었다(박 숙, 2003; 박 정, 1998; 임상옥, 2003; 정미라, 원유미, 2001; 최귀림, 2000). 그런데 

최근 자녀의 발달  특성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행동을 단순히 자녀양육태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특정 발달 역에서 부모의 구체 인 여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하

고 있다(박외자, 2010; 박혜 , 2010; 선혜연, 김계 , 2008; Fan & Williams, 2010; Phillips, 2002). 

일반 으로 부모의 여 행동은 ‘자녀가 학업 으로나 사회 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

인 측면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Fishel & Ramirez, 2005)’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는 다양한 부모의 행동  실제를 포함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Epstein, 1995; 

Grolnick & Slowiaczek, 1994), 청소년의 발달 역별로 부모 여 행동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부모 여 행동에 한 다차원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Epstein, 1995; Fan, 2001; 

Grolnick & Slowiaczek, 1994). 

자녀의 다양한 발달  특성에 부모의 여 행동이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학업  발달 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업  발달 역에

서 부분의 경험 인 연구(김종백, 김 엽, 2009; 변수용, 김경근, 2008;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Domina, 2005; Powell-Smith, Stoner, Shinn, & Good, 2000; Sheldon & Epstein, 2005; 

Sirvani, 2007)들은 주로 부모의 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밝 주었는데, 부모의 다양한 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각기 다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Domina, 2005; Fan, 2001; Fan & Chen, 2001; Jeynes, 2005). 컨  양질의 교사-

부모 상호작용은 자녀의 학업 행동  성취의 향상을 언하는데 반해 교사-부모의 상호작용의 

양은 자녀의 학업 행동  성취의 하락을 언하 다(Izzo, Weissberg, Kasprow, & Fendrich, 

1999). 이처럼 자녀의 학업특성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는 구체 인 부모의 여 행동별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언하는 주요 변인으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학업동기에서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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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여 행동의 향을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한 경험 인 연구

는 제한 인데,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가 표 이다. Fan과 Williams(2010)는 미국의 

국규모 종단자료인 ELS2002(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의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

의 구체 인 여행동이 미국 청소년들의 학업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 다. 부모가 자녀에 해 얼마나 높은 교육  기 를 가지는가와 학교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조하는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수학 자기효능감, 어 자기효능감, 몰입, 수

학 내 동기, 어 내 동기)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조

언은 어에 한 자기효능감과 내  동기를 높여  수 있고, 가정의 TV 시청 규칙은 수학에 

한 자기효능감과 내  동기를 높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 역의 다양한 상으로부

터 수집한 자료로 분석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는 상당한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

을 것인가에 한 고찰은 여 히 필요하다.

지 까지 서구의 이론이나 연구결과들을 그 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지 않았지만, 최근 우

리 사회와 문화가 가진 독특성이 어떤 상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한 검토의 필요성에 한 

논의들이 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집단의 집단

차이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가 학교 장면이나 학생들의 학

교 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경험 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자녀 계

에서의 문화 차이에 한 연구들이 동서양 문화 차이 연구나 국내 토착심리학  논의의 심이 

되고 있다( , 김의철, 2004; 박 신, 2004; Farver & Lee-Shin, 2000; Farver, Narang, & Bhadha, 

2002; Russell, Crockett, & Chao, R., 2010; Uba, 1994; Ying, Coombs, & Lee, 1999). 따라서 부모

의 여가 학생들의 동기 변인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는 한국의 가정에서는 미국의 가정과

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 서양에 비해 동양의 부모-자녀 계가 보다 하고 의존 이라는 에서 볼 때 부모의 

여가 학생들의 동기에 더 크게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측을 해 볼 수 있다. 를 들

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심리  독립이 덜 될수록 학교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 수, 2003).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는 부모에 한 죄송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학습동기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 신, 김의철, 정갑순, 2004). 그러나 

이런 부모로부터의 심리  독립, 부모에 한 죄송한 마음, 부모에 한 존경 등은 부모와의 상

호작용 정도를 보여주는 변인이긴 하지만 부모 여 자체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부분의 부모 여에 한 연구의 경우, 부모가 보고하는 여 행동에 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여에 한 연구들(김종덕, 2001;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윤미선, 홍창용, 2006; 이미옥, 2003; 임은미, 1998; 조혜 , 2008)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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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토 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여가 학생들의 동기에 미치는 향을 미국과 비교하기

는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종단자료인 ELS2002와 거의 유사한 문항을 가진 한국

교육종단조사(KELS) 자료를 분석하여, 그 차이 과 유사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

서는 부모가 보고하는 구체 인 부모 여 행동이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유사한 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학업동기와 부모의 여에 한 시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 행동과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의 계를 분석

하기 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자료를 이용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미국의 연구결과(Fan & Williams, 

2010)와 비교하기 하여 미국의 2002년 교육종단연구(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 

이하 ELS2002)의 문항을 기 로 개발한 KELS 1차년도 문항들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KELS 1차년도 자료  학생질문지와 학부모질문지이다. 학생

질문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검사지의 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 으며, 학부모질문지는 

부모의 여 행동과 련된 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ELS 1차년

도 자료는 총 150개의 학교를 상으로 6908명의 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수

집되었다. 이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학부모 설문지의 경우 응답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총 6288개의 사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총 6288명의 학생  남학생은 3233명(51.4%), 여학생은 3055명(48.6%)이었다. 총 6288명의 부

모  아버지가 설문에 응답한 경우는 1379명(21.9%),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는 4909명(78.1%)이

었다. 설문에 응답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4.18세 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66세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KELS 1차년도 자료의 부모의 여 행동과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 련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 문항들은 미국 연구와의 비교를 하여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ELS2002 문항을 심으로 선정되었다. 이 문항들은 미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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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 Fan, 2001; Fan & 

Williams, 2010; Hill & Craft, 2003; Yan & Lin, 2005). 해당 역에 따라 각 문항들은 한국 실정

에 맞게 수정되어 번안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되었다.

1) 부모의 여행동 문항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 행동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하여 KELS 1차년도 자료  해당 

문항을 총 3개의 상  역과 6개의 하  역으로 나 어 사용하 다. 상  역은 학교교육, 

가정생활, 부모의 교육  기  등 3개로 구성되었으며, 하  역은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학교

교육), 학생 문제행동에 한 연락(학교교육),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학교교육), 가족규칙(가정생

활),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가정생활), 자녀교육에 한 기 (부모의 교육  기 ) 등 총 6개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학교교육 역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련하여 하는 행동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

다.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은 총 6문항으로 ①학교의 교육내용이나 로그램, ②졸업 후 학생의 

진로(상담), ③집에서 학생지도에 한 조언에 하여 부모와 학교가 각각 시도한 연락의 빈도를 

묻는 두 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의 4  

척도로 표기되며, 응답 결과는 연락 빈도에 따라 가 치를 주어 합산되었다.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문항들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로부

터의 연락이 .65, 부모의 연락이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문항 체가 .46으로 나타났

다. 학생 문제행동에 한 연락은 총 4문항으로 ①학생의 불성실한 행동, ②학교에서의 문제행

동에 하여 부모와 학교가 각각 시도한 연락의 빈도를 묻는 두 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

의 응답은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의 4  척도로 표기되며, 응답결과는 연락 빈도에 

따라 가 치를 주어 합산되었다. 학생 문제행동에 한 연락 문항들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2로 나타

났다.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는 학부모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

어있다. 이 항목은 부모가 ‘학부모 단체 가입’, ‘학부모 단체 모임에 참가’, ‘학부모 단체 활동에 

참여’, ‘자원 사 활동’, ‘다른 학부모와 학교 밖 다른 단체에 가입’ 등 5가지 세부 활동에 하여 

‘그 다’,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결과는 부모가 ‘그 다’라고 표기한 문항의 총 

개수로 분석되었다. 이 문항들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

에서는 .7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역은 부모가 자녀의 가족 내 생활과 련하여 하는 행동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

어있다. 가족규칙은 총 5문항으로 자녀의 ①일정한 성  유지, ②숙제하기, ③집안일 돕기, ④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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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기, ⑤컴퓨터하기에 하여 가정 내 규칙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없다’, ‘있다’로 표기되며, 응답결과는 부모가 ‘있다’라고 표기한 문항의 총 개수

로 분석되었다. 가족규칙 문항들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

구에서는 컴퓨터하기를 제외한 4개의 문항에 하여 만족할만한 수 의 계수가 산출되지 않아 

문항 각각에 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7으로 나타났으며, 역 체

수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부모가 자녀와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항목은 부모가 일 년 동안 자녀와 함께 ‘학교활동에 참

가’, ‘학교 밖에서 콘서트, 연극, 화 람’, ‘여행이나 휴가를 감’, ‘쇼핑’,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

간을 보냄’ 등 12가지 세부 활동에 하여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의 4  척도로 응답

하도록 되어있으며, 응답 결과는 활동 빈도에 따라 가 치를 주어 합산되었다. 이 역 문항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7가지 세부 활동에 하여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기  역은 부모가 향후 자녀의 교육  학력(學歷)에 해 어떤 기 를 가지

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 이 역은 자녀교육에 한 부모의 기  수 을 재 학생인 자녀가 

어느 수 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 학교’, ‘고등학교’, 

‘ 문 학(2년제)’, ‘ 학교’, ‘ 학원석사과정’, ‘ 학원 박사과정’, ‘잘 모르겠다’  하나를 선택

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2)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 문항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 문항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Pintrich 

& DeGroot, 1990)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특정 과목에 한 학생의 성공 인 수행에 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KELS 1차년도 자료에서는 수학, 어, 국어 과목에 한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을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학생은 각 교과별로 ①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②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③과

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④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⑤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 등 5개의 서술에 해 ‘  그 지 않다’에서 ‘매

우 그 다’까지의 4  척도로 자신의 교과목에 한 효능감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각 과목별 

문항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어와 수학 각각 

.9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학 .89, 어 .91, 국어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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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내  동기 문항

학생의 내  동기 문항은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isic Orientation(Harter, 

1981)에서 학생의 교과 련활동에 한 내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심으로 개발되었다. 

KELS 1차년도 자료에서는 수학, 어, 국어 과목에 한 학생의 내 동기를 각 3문항, 3문항, 

2문항의 총 8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학생은 수학과 어 과목에 해 각각 ①해당 과목을 공부

할 때, 개 깊이 빠져든다, ②해당 과목은 나에게 있어서 개인 으로 요하다, ③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으므로 이 과목을 포기하지 않겠다 등 3개의 서술에 해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의 4  척도로 자신의 수학과 어 교과에 한 동기수 을 보고하

도록 되어있다. 국어의 경우, ①책을 읽는 일이 재미있어서 단하고 싶지 않다, ②틈틈이 책을 

읽는다 등 2개의 서술에 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4  평정척도로 자신의 국어교과에 한 

동기수 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각 해당과목 문항들의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

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어와 수학 각각 .87, .67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

학 .79, 어 .84, 국어 .80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변인과 분석에 사용된 해당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분석변수와 해당 문항

대상 상위영역 문항내용 한국교육종단연구 문항

부모

관여

학교교육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34-2, 34-3, 34-8, 

35-2, 35-3, 35-8

학생문제행동에 대한 연락 34-1, 34-5, 35-1, 35-5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36번(총5문항)

가정생활
가족규칙 27번(총5문항)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29번(총12문항)

부모의 교육적 기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12번(총1문항)

청소년

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과(수학) 4번(1-5문항)

교과(영어) 4번(6-10문항)

교과(국어) 4번(11-15문항)

내적 동기

내재적 동기(수학) 2번(1-3문항)

내재적 동기(영어) 2번(4-6문항)

내재적 동기(국어) 2번(7-8문항)

자료: 제1차 한국교육종단연구(2005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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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 행동과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의 계를 분석

하기 해 우선 기술통계분석과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부모의 여행동과 련된 변수들과 학

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의 변인에 련된 변수들의 종합 인 계를 살펴보기 하여 정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다양한 부모의 여행동이 청소년들의 학업  자아효능감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해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부모의 여 행동 변수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한 모형을 다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

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하여 통계 로그램인 SPSS 15.0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관여 행동

<표 2>는 부모의 여 행동에 한 평균과 표 편차, 범   최빈치를 정리한 것이다. 학교교

육에 한 부모의 여 행동에 한 분석 결과,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학생의 문제행동에 한 

연락은 평균 으로 연 1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학교부모: M=.76, SD=1.50, 문제행동: 

M=.15, SD=.50), 부모는 평균 으로 학부모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92, 

SD=1.32). 한 가정생활에 한 부모의 여 행동에 한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가정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규칙  3개 이상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M=3.03, SD=1.59), 

약 23%의 가정이 다섯 가지 규칙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개의 활동을 기 으로 했을 때, 부모와 자녀는 평균 으로 약 연 19회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

(M=19.20, SD=10.7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에 한 교육  기 에 있어 부모들

은 평균 으로 자녀가 학교 수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M=4.50, SD= 1.09).

<표 2> 부모 여행동의 평균과 표 편차

변인 M (SD) 범위(가능범위) 최빈치

학교/부모간 연락 0.76 (1.50) 0-15(0-30) 0

학생문제행동 연락 0.15 (.50) 0-6(0-20) 0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0.91 (1.32) 0-5(0-5) 0

가족규칙 3.03 (1.59) 0-5(0-5) 5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19.20 (10.72) 0-60(0-60) 12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4.50 (1.09) 0-6(0-6) 4*

주: * 학교 수 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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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

<표 3>에 따르면, 연구 상이 된 학생들은 수학(M=2.61, SD=.64), 어(M=2.60, SD=.71), 

국어(M=2.78, SD=.67)과목에서 간수 의 학업  자아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경향성은 내 동기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수학: M=2.64, SD=.67, 어: 

M=2.68, SD=.72, 국어; M=2.72, SD=.77).  

<표 3> 학생의 학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의 평균과 표 편차

변인 M (SD) 범위(가능범위) 최빈치

학업적

자아효능감

수학 2.61 (.64) 1-4(1-4) 3

영어 2.60 (.71) 1-4(1-4) 2

국어 2.78 (.60) 1-4(1-4) 3

내적동기

수학 2.64 (.67) 1-4(1-4) 3

영어 2.68 (.72) 1-4(1-4) 3

국어 2.72 (.77) 1-4(1-4) 3

3. 부모의 관여 행동과 학생 자녀 특성 간의 관계

부모의 여 행동과 청소년 특성 변수들의 상 은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자녀의 문제행동

에 한 연락을 제외한 부모의 모든 여 행동들(부모와 학교간의 연락, 학부모 단체 참여 활동, 

가족규칙, 자녀와의 여가활동, 학업수 에 한 기 )은 각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내 동기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다. 

부모의 여행동들 간의 계를 살펴보면, 문제행동에 한 학교와의 연락을 제외하고는 모

든 여행동들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연락과 학부모 단체활

동(r=.25, p<.01), 학부모 단체활동과 가족규칙(r=.27, p<.01), 가족규칙과 부모기 (r=.25, p<.01)

는 다른 여 행동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상 을 보여주었다. 한 부모 여행동과 학생의 

성별 간 상 을 보았을 때,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의 부모에 비해 더 잦은 학교연락(r=-.07, 

p<.01), 문제행동에 한 연락(r=-.10, p<.01), 학부모 단체 활동(r=-.05, p<.01), 자녀와의 활동

(r=-.05, p<.01)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자녀의 교육에 해 높은 기 (r=-.08, p<.01)를 

가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학생의 부모는 남학생의 부모에 비해 가족규칙을 더 

많이 만드는 경향(r=.04, p<.01)이 있음을 시사하 다. 더불어 부모의 성별과 여 행동 간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와의 연락을 취하거나 자녀의 문제행동에 한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 행동에서 상 으로 어머니의 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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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인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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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r=.09, p<.01), 가족규칙(r=.07, p<.01), 자녀와 활동(r=.03, p<.01), 부모의 기 (r=.06, p<.01)

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여가 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각 과목별 학업효능감과 내 동기는 .16에서 .72까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동기는 .72, 수학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동기는 .68로 높은 상 계(p<.01)를 나타냈다. 국어의 경우 .34 (p<.01)로 수학과 

어에 비해 다소 낮은 상 이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

과 학업효능감  내 동기간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 수학효능감과 성별(r=-.15, p<.01), 수학

내 동기와 성별(r=-.11, p<.01)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나 여학생들의 수학효

능감  동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 으로 낮음을 시사했다. 반면에 국어효능감과 성별(r=.03, 

p<.01), 어내 동기와 성별(r=.04, p<.01)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으로 나타나 여학생

들의 국어효능감과 어내 동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 으로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하  개별 변수들 간의 단순 상 의 결과이므로 해석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정 상

분석을 통해 내  동기  학업효능감 변인들과 부모 여 변인들의 종합 인 계를 보다 자세

히 살펴보았다.

Wilk's 계수를 이용한 정 상 분석 결과, 학업효능감과 부모 여 변인 간 산출 가능한 3개

의 을 모두 포함한 카이제곱검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20)=658.15, p<.001), 첫 번

째 을 제외한 검증값 한 유의하 다((10)=21.69, p<.05). 그러나 이후의 검증은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 1, 2 정 변인 의 정 상 계수는 각각 .32, .05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정 함수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76), 자녀교육에 한 기 (-.72), 학부모 단체활동 참

여(-.57)가 학업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여행동은 특히 

수학(-.85)과 어(-.82) 자아효능감을 가장 높게 설명하며 국어과목에 한 자아효능감(-.37)이 

그 뒤를 따랐다. 두 번째 정 함수는 제 1 정 함수로 설명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량 에

서 선형결합간의 상 이 가장 큰 계를 도출한 값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 여 에서는 자녀

와 함께 하는 활동(.65)과 자녀교육에 한 기 (-.46)가 가장 높은 계를 보 으며, 학업  자아

효능감 에서는 국어과목에 한 자아효능감(.78)에 가장 높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는 학업  자아효능감과 부모 여 행동 변인군 각각의 상  기여도를 알아보기 하여 정

부하량과 정 변형계수, 설명량  복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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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정준함수 제 2 정준함수

 
정준

부하량

정준

변형계수

정준

부하량

정준

변형계수

학업적 자아효능감     

수 학 -.85 -.62 -.31 -.69

 어 -.82 -.57   .33   .32

국 어 -.37 -.01   .78   .88

정 상 계수    설명량   .51   .27 총 합= .78

복지수   .05   .01 총 합= .06

부모 관여  

학교/부모간 연락(로그변환) -.30 -.06 -.01 -.01

학생문제행동 연락(로그변환)   .07   .10   .01   .02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 -.57 -.32 -.28 -.42

가족규칙 -.29 -.09   .03 -.07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76 -.51   .65   .93

자녀 교육에 한 기 -.72 -.53 -.46 -.62

정 상 계수    설명량   .27   .12 총 합= .39

복지수   .03   .01 총 합= .04

정준상관계수   .32   .05  

<표 5> 학업  자아효능감과 부모 여 행동 변인군 간의 정 상  분석결과

내 동기와 부모 여 변인 간 정 상 분석 결과, 산출 가능한 3개의 을 모두 포함한 카이

제곱검증은 통계 으로 의미하 으나((18)=507.21, p<.001), 이후의 검증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제 1 정 변인 의 정 상 계수는 .28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정 함수는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76), 자녀교육에 한 기 (-.72),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49), 학교부모간 연락

(-.34), 가족규칙(-.32) 순으로 내 동기를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여행

동은 특히 수학(-.77)과 어(-.75) 자아효능감을 가장 높게 설명하며 국어과목에 한 자아효능

감(-.57)이 그 뒤를 따랐다. <표 6>는 내 동기와 부모 여 행동 변인군 각각의 상  기여도를 

알아보기 하여 정 부하량과 정 변형계수, 설명량  복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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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정준함수

 정준부하량 정준변형계수

내적 동기  

수 학 -.77 -.54

 어 -.75 -.49

국 어 -.57 -.39

정 상 계수    설명량   .49

복지수   .04

부모 관여

학교/부모간 연락(로그변환) -.34 -.12

학생문제행동 연락(로그변환)   .16   .20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 -.49 -.22

가족규칙 -.32 -.12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76 -.52

자녀 교육에 한 기 -.72 -.53

정 상 계수    설명량   .26

복지수   .02

정준상관계수   .28

<표 6> 내 동기와 부모 여 행동 변인군 간의 정 상  분석결과

4. 부모의 관여 행동이 학생 자녀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여 행동이 학생의 과목별 학업효능감과 내 동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 해 6개의 부모 여행동 변수를 넣고 각 과목별 효능감과 내 동기에 하여 다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1)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하고자 실시한 3개의 다회귀분석 결과는 이 모형이 수

학(F(6, 5962)=78.58, p<.001), 어(F(6, 5975)=72.88, p<.001), 국어(F(6, 5966)=16.20, p<.001)에 모

두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줬다. 분석결과, 부모의 여행동 변인은 학생의 수학효능감 변

량의 총 7%, 어효능감 변량의 총 7%, 국어효능감 변량의 총 2%를 설명하 다. 구체 인 부모

의 여 행동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과 부모의 교육 기 는 수학효능감(=0.12, 

p<0.001; =0.15, p<0.001), 어효능감(=0.15, p<0.001; =0.13, p<0.001), 국어효능감(=0.09, 

p<0.001; =0.04, p<0.01)을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측하는 변인이었다. 학부모의 단체활

동은 수학(=0.09, p<0.001), 어(=0.07, p<0.001) 학업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측했으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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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효능감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 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한 연락은 수학 

학업효능감과 국어효능감(=-0.04, p<0.01; =-0.03, p<0.05)을 유의미하게 측했는데, 즉 문제

행동에 한 부모와 학교간의 이 을수록 수학  국어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규칙은 수학효능감(=0.04, p<0.01)을 유의미하게 설명했는데 즉, 가족 규칙이 많을수록 수

학효능감이 높음을 시사하 다.

2) 학생의 내  동기

학생의 과목별 내 동기를 측하고자 실시한 3개의 다회귀분석 결과는 이 모형이 수학

(F(6, 5965)=49.35, p<.001), 어(F(6, 5963)=46.81, p<.001), 국어(F(6, 5962)=27.44, p<.001)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줬다. 분석결과, 부모의 여행동 변인은 학생의 수학 내 동기 변량

의 총 5%, 어 내 동기 변량의 총 4%, 국어 내 동기의 변량의 총 3%를 설명하 다. 구체 인 

부모의 여 행동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과 부모의 교육 기 는 수학(=0.10, 

p<0.001; =0.12, p<0.001), 어(=0.12, p<0.001; =0.11, p<0.001), 국어(=0.09, p<0.001; 

=0.08, p<0.001) 내 동기를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측하는 변인이었다. 학생의 문제행동

에 한 연락은 수학(=-0.05, p<0.001)과 어(=-0.04, p<0.01) 내 동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

여 문제행동에 한 부모와 학교간의 이 은 학생일수록 수학과 어의 내 동기가 높음을 

시사하 다.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단체활동은 수학(=0.06, p<0.001), 어(=0.05, p<0.001) 내

동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학부모의 단체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수학과 어의 내 동기가 

높음을 시사하 다. 한편 가족규칙의 경우, 수학동기(=0.04, p<0.01)와 국어동기(=0.3, p<0.05)

에 향을 주었으며, 학교와 부모간 연락은 국어동기(=0.05, p<0.01)에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과목별 자기효능감  내 동기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수학 

학업효능감

영어 

학업효능감

국어 

학업효능감

수학 

내적동기

영어 

내적동기

국어 

내적동기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0.01   0.02   0.01   0.02   0.01   0.05**

학생문제행동에 대한 연락 -0.04** -0.01 -0.03* -0.05*** -0.04** -0.02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0.09***   0.07***   0.02   0.06***   0.05***   0.02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0.12***   0.15***   0.09***   0.10***   0.12***   0.09***

가족 규칙   0.04**   0.01   0.02   0.04**   0.01   0.03*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0.15***   0.13***   0.04**   0.12***   0.11***   0.08***

  0.07 0.07 0.02 0.05 0.04 0.0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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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미국의 ELS2002 문항을 기 로 개발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부모 여에 한 문항

들을 활용하여 부모의 여가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에 있어 어떤 

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어떠한 구체 인 여행동이 청소년의 그러한 특징들과 련이 있는

지 확인하는 동시에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주제를 연구했던 미국의 연구결과(Fan & 

Williams, 2010)와 비교해 으로써 우리나라 부모의 여 행동과 청소년 학업동기 특성을 밝히

고자 하 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련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부모

와 청소년 특성에 한 시사 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부모 관여와 청소년 학업 특징에 대한 문화적 비교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혹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한 연락을 연 평균 1회 

미만으로 보고한데 반해서 미국의 부모들은 연 평균 1.3회 정도로 나타나 미국부모가 우리나라 

부모에 비해 학교와의 연락 횟수가 상 으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단체 활동

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모 모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부모의 경우 

평균 0.92(SD=1.32)인데 반해 미국 부모는 평균 0.28(SD=0.31)로서 상 으로 우리나라 부모들

이 조  더 높은 수치를 보 다. 한 가정생활에 한 부모의 여 행동에 한 분석 결과, 우리

나라 가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규칙  3개 이상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에서 제시한 규칙  ‘컴퓨터하기’가 제외된 4개의 규칙  약 

3개의 규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

지 활동에 해 연 평균 으로 약 19회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활동별로는 약 

1~2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7가지 활동에 해 ‘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의 4  척도로 평정하 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

동은 평균 으로 ‘가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08, SD=0.56).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에 

한 교육  기 에 있어 우리나라 부모와 미국 부모들은 비슷하게 평균 으로 자녀가 학교 수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비교는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문화  차이에 한 일반 인 상식과는 다르게 한국의 부모 여와 미국의 부모 여가 상당부

분 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학업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를 비교해보면, 연구 상이 된 우리나라 학생들은 체 4  척도 에서 2.6 정도(2  

‘그 지 않다’와 3  ‘그 다’의 사이)로 보고하여 간 정도의 학업  효능감과 내  동기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도 학업  효능감과 내  동기에 있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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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 을 나타냈다(2.34~2.73). 마지막으로 수학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내  

동기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

로 나타나 남학생들이 수학에 있어 더 높은 수행을 하고 더 높은 자아효능감, 자아개념을 가진 

반면 더 낮은 불안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임은정, 1998; Pajares & Miller, 1994)과 일치됨

을 시사하 다.

2. 부모의 관여와 청소년 학업 특징 간의 문화적 비교

1) 학교교육 역의 부모 여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이라는 부모 여행동이 자녀의 학업  자아효능감  내  동기에 미

치는 향은 단순히 연락하는 그 ‘행 ’보다는 연락의 ‘내용’이 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은 국어과목에 한 내 동기를 제외한 다른 특성을 유의미하게 언하지 

못하지만 문제행동에 한 연락은 수학효능감과 내 동기, 국어효능감, 어 내 동기를 유의하

게 언하 다. 즉, 문제행동에 한 연락이 많을수록 상기한 학업  자아효능감이나 내 동기

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에도 학생의 문제행동에 한 부모-학교간 연락은 수학과 어과목에 한 학업  자아효능감

과 내  동기 모두에 부 인 향 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나, 부모가 학교에 연락하는 여행동

은 자녀의 학업동기와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학교교육 역의 부모 여 행동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결과가 

상이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단체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학과 어 과목의 

효능감과 내  동기에 한 강력한 언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교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고(Marchant et al., 2001), 자녀의 내  동기

도 높아진다(Grolnick & Slowiaczek, 1994)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단체활동 참여가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수학효능감만을 

언(=0.02, p<0.05)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해 연구자들은 부모가 학교 활동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성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자녀의 래 친구들과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측면

에서 학생들의 교과에 한 외 동기가 높아짐에 따라 내  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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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생활 역의 부모 여

가정생활에서 부모의 여행동과 자녀의 효능감  내 동기에 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자녀의 

모든 학업  효능감과 내 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주요 향변인으로 나타난데 반해 미

국의 경우 자녀와의 활동은 수학효능감을 정 으로 언(=0.02, p<0.05)하는데 반해 어 내

동기를 부 으로 언(=-0.07, p<0.001)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상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Fan과 Williams(2010)는 미국

의 연구 결과에 해 부모와 자녀는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친 한 계를 맺게 되어 결국 자녀

의 자아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해 심리 으로 독립하고자하며 래와의 

활동을 즐기려는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이 내  동기에 있어서는 부정 인 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 다. 미국 연구에서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10학

년인데 반해 우리나라 연구의 상이 된 청소년들은 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부모로부터의 심

리  독립이 본격 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오히려 

내  동기 형성에 정 인 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부

모의 여 행동이 자녀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 연구결과

(Grolnick & Slowiaczek, 1994)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ᐧ외의 많은 

경험  연구들이 자녀의 학습에 한 부모 여의 정 인 향력을 확인해 왔으나 학업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의 학업동기에도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공헌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정생활에 한 부모의 여행동  가족규칙은 수학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내 동기, 국어과목의 내 동기를 정 으로 언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규칙에 따라 다른 결

과가 나타났는데, 컨  성 을 유지해야한다는 가족규칙은 어 내 동기를 부 으로 언하

고(=-0.08, p<0.001), TV시청에 한 규칙은 수학  어 내 동기를 정 으로 언하는 것(

=0.03, p<0.01; =0.07, p<0.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규칙에 한 세부 

내용에 따라 학업동기와 다른 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두 문화권 모두에 있어 가족규칙은 수학

교과의 내  동기와 련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국어나 어와 같은 언어학습에 비해 

추상 인 개념들에 해 상당한 학습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수학교과의 특성이 가족규칙과의 독

특한 련성을 창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 주제는 추후 연구에 한 흥미로운 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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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교육  기

마지막으로 부모 여행동  자녀 교육에 한 부모의 기 수 은 청소년들의 학업  자아

효능감과 내  동기에 강력한 정  언변인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연

구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연구에서도 다양한 부모의 여행동 에서 자녀의 교육에 

한 부모의 기 는 자녀의 과목별 효능감과 내 동기를 언하는 가장 강력한 향변인이었다. 

부모가 교육에 해 갖고 있는 가치가 학생의 자신감에 강력한 향변인이라는 이 의 연구결

과(Marchant et al., 2001)를 고려해 볼 때, 부모의 교육  가치  기 가 부모의 여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해져 자녀의 학업성취에 한 동기에 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

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동기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 행동이라는 변인

에 해 다각 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동시에 미국의 유사한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에서 학문 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밝 졌듯이, 비

록 통계 으로 유의하 지만 부모의 몇몇 여 행동들이 청소년의 학업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에 미치는 향은 설명량이 매우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  동기를 보다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모

련 변인 혹은 다른 여 행동들에 한 체계 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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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Seon, HyeYon*

Hwang, MaeHyang**

Jung, A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to compare this results with those of 

American similar study using the data of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ELS2002). 

To do this, we examined whether various parental involvement behavior predicted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towards maths, English and Korean and intrinsic 

motivation towards maths, English and Korean using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KELS). The results show that most parental involvement behaviors a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especially parents’ 

educational aspiration for their children and parent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with children 

had strong positive effects on all six motivational outcomes. These results are almost like the 

ones of American similar study(Fan & Williams, 2010).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parental involvement, involvement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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