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아시아교육연구 14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3, Vol. 14, No. 3, pp. 183-201.

대학신입생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

이경화(李慶和)*

유경훈(柳京薰)**

김은경(金垠慶)***

 

이 연구는 대학신입생들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7차년도 대학생집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인 

2,369(34.2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구성은 여학생 1,180명(49.8%)과 남학생 1,189명

(50.2%)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관여는 대학생들의 소속감과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학

업성취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관여가 소속감

과 만족도, 대학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연구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대학 신입생,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

Ⅰ. 서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 되는 것은 청년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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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on, 1968). Arnett(2000)는 18세에서 25세의 청년을 떠오르는 성인(emerging adults)라고 

표현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이 시기의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

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력, 정

체성 발달 등의 바람직한 교육적 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밝히

고 있다(Baxter Magolda, 2001; Chickering & Reisser, 1993; Tinto, 1993).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관여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지

속되어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권에 비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 숙제를 챙기고, 학원 일정을 결정하는 등 자녀 학습에 부모관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김아

영 외, 2008). 부모관여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제반 여건과 활동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및 자녀의 학습활동 도와주기, 부모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를 통한 도움 등을 포함한다(문은식, 김충희, 2003).

대학생에 대한 부모관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진학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 고등교육정책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72%의 부모가 자녀의 대학

입학지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57%는 입학사정관과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고, 단지 6%의 

부모만이 대학 입학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Stringer, Cunningham, O’Brien, &

Merisotos, 1998). 또한, 신입생의 13%, 4학년 학생의 8%는 부모가 대학에서의 문제해결에 자주 

개입한다고 하였고, 신입생의 25%, 4학년의 21% 학생들이 부모가 때때로 간섭한다고 하였다

(NSSE, 2007).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결정과 진로결정 과정에 관여하며(Lefkowitz, 2005), 매일 

자녀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고(Trice, 2002), 심지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대신 교수나 

교직원을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Keppler, Mullendore, & Carey, 2005). 또한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사소한 다툼이나 수강신청, 성적 향상, 건강문제에도 부모는 관여한다(Flanagan,

2006).

이제 부모는 자녀의 입학에서부터 학업적, 사회적 대학생활적응에 이르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미루어볼 때, 가족중심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

서 부모가 자녀의 입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모관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관여가 대학생에게도 계속되는 우

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생에게 부모관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시의 부모의 영향 등의 대학생에 대한 부모관여

가 대학 신입생들의 만족도, 소속감, 적응도와 같은 대학생활적응변인과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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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 잘 적응하고 높은 만족도와 소속감을 가지

는 것은 대학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과 학업성

취도에 부모관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에서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 관여와 대학생의 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

현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밀레니엄 세대에 속한다. 밀레니엄 세대는 1982년 이후부터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로 기존 세대에 비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 속에 성장했고, 부모가 주도하는 시간 관리와 생활패턴에 익숙하고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지

지 못하며 자랐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밀레니엄 세대

는 혼자서 일하는 것에 자신감이 부족하며 부모의 가이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we & Strauss, 1993, 2003; Murray, 1997).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인기라는 

새로운 인생 단계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부모관여는 충격과 급격한 변화를 완충시키고 적응

을 도울 수 있다. 부모관여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서 학업적인 부분에

까지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관여는 대학생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Taub, 2008).

부모의 관심과 교육적인 관여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정서적지지 정도가 높

을수록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은영, 2011;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부모관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적응하는 시기에 특히 중요한 충격완화

(buffer)의 역할을 해서 대학적응을 돕는다(Henton, Lamke, Murphy, & Haynes, 1980; Hoffman

& Weiss, 1987; Holahan & Moos, 1981; Rice, Cole, & Lapsley, 1990). 또한,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두환, 김지혜, 2011), 대학신입

생들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

성과 관계성을 매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김은주, 2007).

2. 부모 관여,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의 결과를 의미하

며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이영희 외, 2009). 부모관여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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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모관여가 초, 중, 고

등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3; 임

은미, 1998; Fan & Chen, 2001; Shumow & Miller, 2001)이 이루어졌고, 부모관여는 대학에서의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Cutrona et al., 1994). 그러나 부모관여가 중・고등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Barnard, 2004)도 있고,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나 가족과 독립된 성인으로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quilino, 2006; Lefkowitz, 2005; Tinto, 1993).

대학생활에서의 소속감, 학업적 융합은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의 주요 영향요인이 된다(Saenz,

et al, 1999). 학교 소속감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신종호 외, 2011;

Osterman, 2000). 소속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며(Furrer &

Skinner, 2003),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업성취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Rice & Mirzadeth, 2000; Thompson & Gaudreau, 2008). 대학에서 소

속감은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이수진, 2006), 학업적 적응은 다시 대학생활적응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Robbbins, 2004). 또한 학교생활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도록 하며(김두환, 김지혜, 2011), 내재적인 학습동기를 촉진시켜 긍

정적인 교육결과를 가져온다(Pekrun, 1992).

최근 학업성취와 관련한 연구들은 부모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어떤 매

개효과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신종호, 신태섭, 2006; 이

정규, 2005). 기존의 연구들은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인 특성이 매개 

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학생활에서의 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은 

부모관여의 영향을 받으며(Rice, Cole, & Lapsley, 1990; 김은주, 2007).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Saenz, et al, 1999) 변인들이므로 부모관여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는 2005년 당시 3단계 층화군집추출법

(three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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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문항번호 및 내용(7차년도) 신뢰도

부

모

관

여

정서적 

지원

공통 30(4문항)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1) 지출을 아끼지 않으심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2) 격려해주심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3) 기분을 맞춰 주심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4) 물심양면으로 지원

.812

학업적 

지원

공통 29(3문항), 29-1(4문항) 

공29. 부모님의 관여 정도 - 1) 거주 형태 선택

공29. 부모님의 관여 정도 - 2) 사생활

공29. 부모님의 관여 정도 - 3) 진로 준비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1) 수강과목 선택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2) 아르바이트 선택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3) 대학학과 이외의 활동 선택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4) 학점 관리

.786

대학

지원

관련

부모

영향

대학생 6(4문항)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1) 대학 진학 여부 결정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2) 지원 대학 선택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3) 입학 대학 선택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4) 전공(계열) 또는 학부 선택

.848

들이 만 30세가 되는 2023년까지 추적조사를 하도록 설계된 종단연구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까지 조사한 1∼7차년도 자료 중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 관련 부모영향, 대학적응, 만족도 및 소속감, 학업성취 등이 포함되어 있는 7차년

도의 대학생 집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학생들이 대학교 1학

년에 재학 중이었다. 응답자 6,908명 가운데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인 2,369(34.2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구성은 여학생 1,180명(49.8%)과 남학생 1,189명(50.2%)으로 이루어

져있다.

2. 연구변수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잠재변인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 관련 부모영향, 대학적응, 소속감, 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학업성취는 각 학교에서의 성적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표 1> 주요 연구변인의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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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생

활

적 

응

만

족

도

대학생 20(9문항) 

대20. 만족도 - 1) 전반적인 대학생활

대20. 만족도 - 2)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대20. 만족도 - 3) 교수 및 강사진

대20. 만족도 - 4)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

대20. 만족도 - 5) 수업방식

대20. 만족도 - 6) 전반적인 교육환경

대20. 만족도 - 7) 교수와의 교류

대20. 만족도 - 8) 교우관계

대20. 만족도 - 9) 선후배관계

.840

소

속

감

대학생 21(16문항) 

대21. 소속감 - 1) 학과의 구성원

대21. 소속감 - 2) 대학의 구성원

대21. 소속감 - 3) 학과에 소속감

대21. 소속감 - 4) 대학에 소속감

대21. 소속감 - 5) 학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

대21. 소속감 - 6)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

대21. 소속감 - 7) 학과를 타인에게 자랑

대21. 소속감 - 8) 대학을 타인에게 자랑

대21. 소속감 - 9) 학과에서 소외(역)

대21. 소속감 - 10) 동료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역)

대21. 소속감 - 11)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역)

대21. 소속감 - 12) 대학 내의 환경 잘 맞음

대21. 소속감 - 13) 원하는 만큼 친구 사귐

대21. 소속감 - 14) 대학 결정에 대해 만족

대21. 소속감 - 15) 대학생활을 잘 한다

대21. 소속감 - 16) 휴학 후 공부 마침

.892

대

학

적

응

대학생 22(9문항)

대22. 대학적응 - 1) 재학의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 인지

대22. 대학적응 - 2)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대22. 대학적응 - 3)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역)(삭제)

대22. 대학적응 - 4)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역)

대22. 대학적응 - 5)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이 쉬움

대22. 대학적응 - 6)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대22. 대학적응 - 7)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역)

대22. 대학적응 - 8) 대학에서 배우는 것=흥미, 유익

대22. 대학적응 - 9)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 있음

.703

학

업

성

취

학업

성적

대학생16(1문항)

표준화: 대16-학업성취도_2011년 1학기 성적① 4.0만점인 경우

표준화: 대16-학업성취도_2011년 1학기 성적② 4.3만점인 경우

표준화: 대16-학업성취도_2011년 1학기 성적③ 4.5만점인 경우

-

가. 부모관여

부모관여에서 잠재변인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4문항), 부모의 학업적 지원(7문항), 대학지원관

련 부모영향(4문항)이 포함되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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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을 구

성하였다.

나.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은 만족도(9문항), 소속감(16문항), 대학적응(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다.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대학생의 학업성적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학교별로 3.7, 4.0, 4.5 등의 점수 

기준이 다르므로 표준점수(Z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여(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와 

대학생활적응(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 학업성취 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합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 하였다. 구조방정식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IML)을 사용하여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정도를 살펴보고자 

각 측정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구하였다(표2 참조).

4. 연구모형 및 가설

부모관여(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와 대학생활적응

(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 학업성취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고자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시의 부

모영향은 대학에서의 만족도와 소속감, 적응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잠재변인으로서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행동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정도 및 대학 및 전공 지원과 관련한 부

모의 영향을 포함하였고,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소속감 및 적응도를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업성취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 점수로 구성되었으며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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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정서적지원

학업적지원

대학지원

부모영향

만족도

소속감

적응도 학업성취

[그림 1] 연구모형

Ⅳ.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변인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 

대학생들의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부모환경의 하위요인의 평균

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3.84), 대학지원 관련 부모영향(3.22), 부모의 학업적 지원(2.9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의 평균은 소속감(3.48), 만족도(3.29), 대학적응(3.0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규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

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또한 절대 값 ‘10’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

규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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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정규성 검정   

(N=2369)

 잠재변인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d. 

Error

부모 

관여

정서적지원

학업적지원

대학지원 

부모영향

1

1

1

5

5

5

3.84

2.94

3.22

.67

.68

.85

-.41

-.10

-.30

.05

.05

.05

.67

-.08

.34

.10

.10

.10

대학

생활

적응

만족도

소속감

대학적응

1

1.31

1.25

5

5

5

3.29

3.48

3.04

.58

.58

.49

-.16

-.19

.05

.05

.05

.05

.61

.09

.52

.10

.10

.10

학업성취 -6.14 1.92 .00 1.00 -1.63 .05 6.58 .10

대학생들의 부모관여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 등의 하위 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제 변인들의 상관은 r=.21∼.59의 상관을 이루고 있어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상관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부모관여가 신입생의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

았으나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주며, 대학생활의 적응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 

부모영향
만족도 소속감 대학적응 학업성취

정서적지원 1 　 　 　 　 　

학업적지원 .138*** 1 　 　 　 　

대학지원 

부모영향
.177*** .369*** 1 　 　

만족도 .206*** .078*** .090*** 1

소속감 .224*** .083*** .090*** .659*** 1　 　

대학적응 .170*** .069** .091*** .590*** .551*** 1 　

학업성취 .020 -.022 .020 .092*** .065** .247*** 1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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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대학생들의 관여와 대학생활 적응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χ²은 기각되었으나 (p < .001), χ²은 표본크

기가 커질수록 유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적합지수들을 살펴보았다. RMSEA는 오차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그 값이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며(Browne & Cudeck, 1993),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MacCallum et al.,

2001).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연구모형이 .06으로 매우 만족할만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인 N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는데, 제시

된 모형의 수치는 연구모형이 .915로 기대치인 .9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CFI는 .90보다 높을수

록 바람직한데, 연구모형에서 CFI는 .923으로 나타나 만족스러웠다. TLI의 경우는 .898로 나타나 

.90보다 약간 낮았으나 0.8 이상이명 양호한 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Kline, 1998). 따라서 연

구모형의 모든 수치들이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χ2 df p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RMSEA TLI    CFI    NFI

연구모형 1701.926 175 .000 .061 .898   .923    .9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모수를 추정해보고, 부모관여 변인과 대학

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설명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 및 <표 

5>와 같다.

모수치 추정결과인 <표 5>와 표준화회귀계수로 구성한 최종경로 모형인 [그림 2]를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소속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으나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지원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

나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은 만족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에서의 소속감은 만족도에 정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족도와 소속감은 대학생활 적

응도를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응도는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

으나 만족도와 소속감은 학업성취를 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만족도와 소속감이 학업성취를 부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는 7차 종단연구의 설문이 

실시된 시기가 대학교 1학년 2학기였으므로, 학과나 동아리별 행사가 많은 1학년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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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소속감 ← 정서적 지원 .23*** .25 .03 8.83

소속감 ← 학업적 지원 .08* .10 .04 2.52

소속감 ←
대학지원 
부모영향

.03 .03 .03 1.17

만족도 ← 정서적 지원 .06* .06 .02 2.94

만족도 ← 학업적 지원 -.04 -.05 .03 -1.63

만족도 ←
대학지원
부모영향

.03 .02 .02 1.26

만족도 ← 소속감 .73*** .69 .02 30.84

대학적응 ← 만족도 .53*** .45 .03 13.63

대학적응 ← 소속감 .36*** .30 .03 9.77

학업성취 ← 대학적응 .65*** 1.29 .15 8.80

학업성취 ← 만족도 -.23*** -.38 .10 -3.90

학업성취 ← 소속감 -.25*** -.41 .08 -5.22

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여 학과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

는 등의 소속감이나 선후배관계 등을 잘 해나가는 것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원1 지원2 지원3 지원4

정서적지원

영향1 영향2 영향3 영향4

대학지원

부모영향

만족도1 만족도2 만족도3

소속감1

소속감3

소속감4

적응도1

적응도2

적응도3

학업적지원

학업성취

14

관여1

관여2

적응도

소속감

5

6

.66   .89   .89   .53

    .87    .75    .65     .53

1 2 3 4

7 8 9 10

11 12 13

16

15

24

17

18

19

20

21

22

23

.70

.49

.68

.65

-.23

-.25

.36

.82

.83

.67

.64

.19

.80

.60

.22

.46

.06

-.04

.03
.23

.08

.03

.73

소속감2

만족도 .53

[그림 2]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

<표 5> 대학생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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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1
지원2
지원3
지원4

←
정서적
지원

.69***

.74***

.67***

.80***

1.00
1.00
1.06
1.20

-
.03
.04
.04

-
30.05
27.68
31.35

관여2
관여1

← 학업적 지원
.60***

.80***
1.00
1.21

-
.08

-
14.76

영향1
영향1
영향1
영향1

←
대학지원
부모영향

.63***

.89***

.89***

.66***

1.00
1.27
1.26
.97

-
.04
.04
.04

-
33.61
33.61
27.33

만족도1
만족도2
만족도3

← 만족도
.87***

.75***

.65***

1.00
.85
.81

-
.02
.03

-
38.98
32.87

소속감1
소속감2
소속감3
소속감4

← 소속감

.82***

.83***

.68***

.64***

1.00
1.12
.71
.61

-
.03
.02
.02

-
42.75
33.79
31.97

적응도1
적응도2
적응도3

← 대학적응
.70***

.49***

.68***

1.00
.60
.83

-
.03
.03

-
20.52
27.35

* p<.05 *** p<.001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각 독립변인들과 학업성취 간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을 살

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만족도, 소속감, 대학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성취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초 중

등 학생들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같은 관여가 학업성취와 연계되지는 않

는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는 여전히 부모관여가 관련된다는 점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관여가 대학생활적응에서의 소속감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고 대학에서의 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대학생활의 소속감에 유의미한 직

접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전반적인 신입생의 

대학생활과 교수, 선후배, 동료와의 관계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대학입학 전에 이루어진 대학의 입학이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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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에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학

업적 지원에서 대학입학 이전에 지원할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대학지원과 관련한 부모의 영

향은 대학 입학 이후 대학에서의 만족도나 소속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대학 입학 이후의 대학

생활에 대한 경제적, 학업적, 정서적 지원이 만족도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대학에 대

한 소속감과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만족도와 소속감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등의 대학생활의 적응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도는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관여는 대학

에서의 학업성취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Cutrona et al., 1994)와 같은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에

서는 부모관여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대학생활 적응도를 통해 학업성취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대학생활적응 만족도와 소속감을 통해 부적인 영향을 나타

냈다. 대학생활적응 만족도와 소속감이 학업성취를 부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는 대학생의 만족도

와 소속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Saenz, et al., 1999)와 다른 결과이다.

7차 종단연구의 설문이 실시된 시기는 대학교 1학년 2학기였다.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

활을 분석한 오영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입학 후 한 달 동안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교수, 선배, 동아리 등 새롭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귄 경험을 가장 좋았던 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술 문화를 

응답하고 있다. Ichiyama와 Kruse(1998)은 사립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연구대상

의 1/3이 빈번한 폭음을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었다.

음주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를 (강승호, 2010) 고려할 때,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지만 학업에 열중하

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신입생에서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소

속감이 높은 것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관여가 진로 선택, 가치관 정립 등의 대학에서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가와 관련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며,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부모관여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청년기의 

독립성과 자율성 획득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

에서 획득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Taub, 2008)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부모관여는 자녀가 동

료들과 관계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성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발달하는데 영향

을 끼치게 되므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밝힌 본 연구는 부모가 융통성 있게 규칙을 적용하고,



196  아시아교육연구 14권 3호

관여를 하는 정도는 신입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대학생활의 적응도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간섭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는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의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부

모관여와 음주정도와 같이 학습성과와 관련이 있는 대학생활적응에서의 세부적인 다른 활동들

이 학습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적인 연구 자

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처음으로 수집되었으므로 횡단적인 연구

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종단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부모관여가 다음 년도의 대학생활적응 

및 다른 관련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8차 종단연구가 대학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연구대상을 확대

하여 여러 학년의 대학생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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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Year College Students
*

Lee, Kyung Hwa*

Lew, Kyoung-Hoon**

Kim, Eunkyung***

Parental involvement remains to be a prevalent phenomen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yea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utilized the KEDI’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on 4-year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for

2012 to show whether or not parental involvement has impacts on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college life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2,369 college students’ data. It was found that parental

involve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Parental involvement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involvement indirectly explain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Parental

involvement was a positive predictor of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three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s(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intermediated the predictive relationship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parents and institu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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