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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군집 간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집단,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집단 등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각 군집별로 학업 스트레스를 살핀 결과 저열등감 고효

능감-정서조절 집단이 가장 낮았고,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집단 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업성취도를 살핀 결과,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집단, 고열등감 중효능감-정

서조절 집단,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적 정서조절 등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집단별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학업 문제를 호소할 경우 어떠한 

하위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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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연구’ 결과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조사 대상인 12개국 아동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한국 아동의 만족감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동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한국경제, 2015. 5. 18).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아동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열등

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열등감 관련 책들이 서점가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면서(인터넷 

교보문고, 2015)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열등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열등감 정도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남보다 우월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손선경, 2012). 열등감이란 자신의 여러 가지 조건, 능력

이나 자질 등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서 자신에 대한 무능감, 불완전

감, 자기부족감 등의 감정이다(Hamachek, 1977). 열등감의 지표는 실제의 열등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되는 과정에서 증폭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정도와는 관계 없이 어떤 열등 요인에 대해 자기

보다 우월한 타인과 비교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즉,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가 열등

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Gilbert et. al., 2007). 또한 같은 조건에서도 그

것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지은, 2008).

열등감은 그 수준과 개인에 따라 순기능 또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이훈구, 1990). 열등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개인은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보상적 노력을 한다. 열등감은 우월성 

추구에 대한 동기 유발의 근거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열등감을 적절하게 탐색하고 이를 우월성 

추구라는 긍정적인 보상으로 전환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정은균,

2009). 이와 같이 열등감은 자기향상이나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요인이지만,

보상 노력이 실패하면 개인은 열등 컴플렉스를 발달시킬 수 있다(Adler, 1964). 역기능으로서의 

열등감은 지나친 열등감 속에 열등 콤플렉스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열등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

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에 대처해 나가는 데에 있어 무력하게 된다

(민복기, 2008). 따라서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배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강한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부적절한 방식의 과장된 우월 추구가 생길 수 있

는데, 이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타인을 능가하고자 하며 이렇게 개인적 우월성 추구에 집

착하면 파괴적 생활양식을 갖게 되어 신경증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열등감은 정신건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는데(이미희, 2003), 우울, 불안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졌고(송운석, 1994; Gilbert et al., 2007), 대인관계(김현준, 2004), 자존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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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운석, 1994) 학교부적응(김영은, 2009)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보다 최근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진로적응 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열등감이 진로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는데,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통해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

적인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연, 김홍석, 이정희,

2013).

열등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집중력의 저하, 의욕 저하 등을 보였고(김영아, 김소라, 오경자, 하

은혜, 1996),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서의 수행을 방해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열등감을 

가질 경우 성취의욕의 상실과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Strano & Petrocelli,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업 분야에서의 열등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형수, 김흥규,

2006), 열등감의 원인이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것이거나(유영주, 2000) 욕구 좌절로 인한 것이라

고 볼 때(손선경, 2012)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 영역에서 경험하는 열등감과 이것이 

초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저

연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 역시 학업적 열등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업적 열등감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학업적 열등감 수준과 이러한 학업적 열등감을 

경험하는 초등학생들이 학업 영역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학업적 열등감과 대비되는 변인으로서 학업 영역에서 꾸준하게 검증되어 온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수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자신감

으로 학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Bandura, 197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상황에서 도전적

인 과제 또는 교과를 선택하고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능력 및 수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Schunk, 200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중한 학업 요구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학업소진이 

초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실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 소진 간

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기술, 학습 동기보다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

구 외, 2007).

최근 진로 영역에서는 인지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와 이를 다룰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을 중요한 역량으로 제기하고 있다

(유나현, 이기학, 2005; 이광희, 2008; Emmerling & Cherniss, 2003; Meijers, 2002). 이처럼 학업 

영역 역시 인지적으로만 접근하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정서 관련 변인, 특히 정서조절이 주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미 정서조절 능력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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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은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나 개인 내적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전략인데(Thompson, 1990), 특히, 학업상황에서의 정서조절

은 학습자가 학습맥락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과정이다(유지현, 이숙정 

2012). 학습자의 정서조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 경험은 자신감 상실, 불안감, 무력감 등을 

초래한 만큼 학업 수행에서 정서조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Pekrun, 2006).

학습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정서에 대한 지각은 학습자의 행동

을 촉진한다(김동환, 이주욱, 이병준, 2008; 김민성, 2008; 양명희, 김은진, 2010; Do & Schallert,

2004; Efklides & Volet, 2005). 또한 정서조절은 인지 과제와 작업기억 등 고차적인 인지 과정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만큼(Phillips, Henry, Hosie & Milne, 2006),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과제수행의 정확성과 생산성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Graziano,

Reavis, Keane, & Calkins, 2007). 이러한 학업적 정서조절은 성취목표 지향성과 같은 동기 관련 

변인이나 학습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졌다(양명희, 2012; 조한익, 김수연, 2008; Gumora,

& Arsenio, 2002).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상담 실제뿐 아니라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다뤄 온 주제인데, 우리

나라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큰 항목 가운데 하나가 학업 스트레스였다. 특히, 일

반가구의 아동은 학업, 교육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우리사회의 

아동들에게 학업이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학업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검증되어 오고 있다(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2).

학업 스트레스란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 즉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하여 긴

장, 근심, 우울, 초조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는 정도를 말한다(최승혜, 2008). 학교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을 가리키며(오미향, 천성문,

1994) 이는 정규 학교 학업 외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활동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포괄한다(박경희, 2008).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 고갈,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낮은 성취감 및 무능감 등 학업소진을 경험할 가능

성이 있다(박성희, 김희화, 2008).

한편,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학생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작용

하고 있는 만큼 학업성취는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된다(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05). 학업성취도란 학습을 통하여 얻어진 능력이나 학업 성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험이라는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총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학업성취도는 한 개인에게 심리 및 정서적

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성식, 2010). 특히 우리사회에서의 학업성취도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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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는데(정주영, 2010), 지능,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 선천적인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보다 최근에는 학습자의 태도, 스트레스,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정의적인 면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되었다(김소영, 홍수진, 2009; 홍영주, 2011). 지능 등 다소 개입

의 여지가 어려운 어려운 변인들보다는 개인의 정의적인 특성이 학업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실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상담과 교육 장면에 시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영역에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스트레스과 관련성을 가지는 변인

으로 꾸준하게 검증되어 온 학업적 열등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 등 개인의 심

리내적 특성에 따라 학업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학업성취 수준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개인의 내적 특성들은 다양

하게 조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인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

이 형성되고, 이러한 하위집단별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하

고자 한다. 특히, 학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에 비해 덜 주목을 받아온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

생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군집 간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Ⅱ.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 등의 조합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다양한 하위군집이 존재하는가?

2. 초등학생의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라 하위군집 

간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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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  법

1. 연구 대상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 6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조사의 목적과 조사 내용, 실시 방법에 대해 설

명하고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

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명을 제외한 남학생 217명, 여학생 216명 등 총 4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5학년 229명(52.9%), 6학년 204명(47.1%), 남학생 

217명(50.1%), 여학생 216명(49.9%) 등이었다.

2. 측정도구

1)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열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응만(1995)이 제작한 열등감 척도에서 4개의 하위요인 가

운데 학업적 열등감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적 열등감은 총 8문항으로 ‘나는 공부를 잘

하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이 생긴다.’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등이

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등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단, 7번 문항은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7문항만 선택하여 사용

하였다. 김응만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 손선경(2012)의 연구에서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학습자

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보이는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자신감 8문항,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

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수준 선호 8문항, 자기조절력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문항을 

살펴보면 자신감‘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기조절효능감 ‘내

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과제수준선호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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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 등 6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조혜진(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1이

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 .81, 자기조절 효능감 .89, 과제수준 선호 .83이었다.

3) 학업적 정서조절 

학업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지현 등(2012)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정서의 지각, 목표일치 행동, 정서의 긍정적 재평가, 정서조절 전략 접근 등 4개 요인, 총 24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정서의 지각 ‘공부하다 지루해질 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있다.’ 목표 일치 행동 ‘공부하다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정서의 긍정적 재평가 ‘공부하다 지루함을 느낄 때 공부를 끝내고 만족해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정서조절 전략의 접근 ‘공부하다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편안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

다.’등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점)’등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학업적 정서조절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한다. 유지현(2012)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

뢰도는 .90였다. 하위요인별로 정서의 지각 .75, 목표일치 행동 .89, 정서의 긍정적 재평가 .87,

정서조절 전략 접근 .93이었다.

4)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붕환(2006)이 개발한 ‘생활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 4문항, 과제 관련 스트레스 4문항, 학습 내용 스트레

스 3문항, 학원 스트레스 4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시험, 성

적 스트레스‘시험 결과에 대해 걱정이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과제 스트레스‘혼자 하기 어려

운 숙제를 내주실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학습 내용 스트레스 ‘공부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원 스트레스 ‘학원 숙제를 많이 내 주실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등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점)’등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유진(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하위 요인별로 시험성적 스트레스 .85,

과제 스트레스 .74, 학습 내용 스트레스 .81, 학원 스트레스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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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업성취도 

아동의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성취도 

평가 중 주요 교과인 국어와 수학 성적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변인들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의 조합에 따른 군집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위계적 군집방법인 Wards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 및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각 군집의 중심점을 비위계적 군

집방법인 K-means방법의 초기 시작점으로 투입하여 그 중심점을 향해 각 사례를 흩뿌리는 방식

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 방법이 많은 수의 사례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즉 사례 중 다른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되는 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각 독립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에서 우선순위

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은 분류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김석우, 조용기, 2005).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열등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29, p<.01), 학

업적 정서조절(r=-.14, p<.01), 학업 스트레스(r=.41,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업성취도

와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정서조절(r=.61, p<.01),

학업성취도(r=.41,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업 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r=-.52, p<.01). 학업적 정서조절은 학업 스트레스(r=-.29, p<.01), 학업성취도(r=.28, p<.01)와는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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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n=433)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취도

학업적 

열등감
1 　 　 　 　

학업적 

자기효능감
-.29** 1 　 　 　

학업적 

정서조절
-.14** .61** 1 　 　

학업 

스트레스
.41** -.52** -.29** 1 　

학업성취도 -.09 .41** .28** -.06 1

M 2.22 3.90 3.33 2.86 85.37

SD 1.02 .82 .77 .99 12.48

왜도 .59 .02 -.24 .10 -1.67

첨도 -.36 -.11 -.04 .65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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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른 군집분석과 판

별분석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을 군집변인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3∼5군집이 제안되었다. 3～5개의 군집 형성안 중에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가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개념적으로도 잘 설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분류해 

볼 때 3개의 집단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어서 각 군집에 해당하는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peed points)으로 삼아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

자를 해당군집에 최종 분류하였다. 군집 1은 161명(37.2%), 군집 2는 145명(33.5%), 군집 3은 127

명(29.3%)으로 군집 1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군집 3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각 군집별 군

집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군집 1은 학업적 열등감은 평균보다 낮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절은 평균보다 

높아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집단, 군집 2는 학업적 열등감은 평균 수준이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절은 평균보다 낮아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 군집 3은 학업

적 열등감은 평균보다 높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절은 평균 수준인 ‘고열등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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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정서조절’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별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

서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살펴보면, 군집 1은 1.41(.47), 4.54(.57), 3.83(.56), 군집 2는 

2.26(.94), 1.99(.56), 2.56(.54), 군집 3은 3.19(.70), 3.93(.60), 3.55(.50)로 각 군집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이 하위군집을 타당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군집을 종속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판별함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2(1-Wilks’s λ)의 값에 학업적 정서조절이 포함

되었을 때 모형의 예측력은 64.3%였으며, 단계별로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추가되

면서 .74, .76으로 모형의 예측력이 이전 단계에 비해 각각 9.4%, 1.8% 정도 더 향상되었다. 따라

서 학업적 정서조절이 집단을 판별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업적 열등감, 학업

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판별함수는 총 2개가 도출되었으며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

의성을 나타내는 Wilks's λ에 의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판별함수 1의 고유

값은 1.83으로 전체분산의 68.6%를 설명하였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 간의 상관을 의미하는 정

준상관계수는 .80, 판별함수와 집단 간에 공유되는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공유분산비율은 

64.6%로 첫 번째 판별함수가 집단 구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판별함수 1에 의한 집단의 

중심값이 각 집단을 잘 구별해 주고 있다.

또한 앞에서 도출된 판별함수가 실제로 각 집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석

한 결과, 군집 1의 157명, 군집 2의 139명, 군집 3의 123명이 정확히 분류되어 각각 97.5%, 96.5%,

96.9%의 정확성을 나타내었고, 전체의 97.0%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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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집단 중심값

함수 1 함수 2

1 1.589 -.496

2 -1.613 -.689

3 -.185 1.409

<표 2> 집단의 중심값

독립변수 투입 단계 Wilks's람다(p) η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1 2

학업적 정서조절 1 .357(.000) .643 .718(*) .397

학업적 열등감 2 .263(.000) .737 -.421 .899(*)

학업적 자기효능감 3 .245(.000) .755 .749(*) .144

고유값 1.831 .839

설명분산 68.6 31.4

정준상관(Rc2) .804(.646) .675(.456)

Wilks’s 람다(p) .192(.000) .544(.000)

<표 3> 군집 특성을 구별하는 단계적 판별분석

η2 : 판별함수의 설명력

3.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른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차이

우선적으로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의 조합에 따라 구성된 세 개

의 군집들 사이에 학업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군집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하위요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Wilks's Lambda=.78, p<.001, 부분η2= .12].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세 개의 군집 모두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하위 

요인인 시험성적 스트레스, 과제 스트레스, 학습 내용 스트레스, 학원 스트레스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전체

(F=8.80, p<.001), 시험성적 스트레스(F=8.80, p<.001), 과제 스트레스(F=8.80, p<.001), 학습내용 

스트레스(F=8.80, p<.001), 학원 스트레스(F=8.80, p<.001) 각각에서 군집 2(중 열등감 저 효능-정

서조절 집단)와 군집 3(고 열등감 중 효능-정서조절 집단)이 군집 1(저 열등감 고 효능-정서조절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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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1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n=116

군집2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n=145

군집3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n=127

F
(2, 430)

Schẻff�
M(SD) M(SD) M(SD)

시험

성적 
2.51(1.05) 3.28(1.12) 3.41(1.10) 33.88*** 1<2,3

과제 2.46(.99) 3.47(1.00) 3.20(1.03) 42.08*** 1<2,3

학습

내용 
2.13(.95) 2.85(1.02) 2.88(1.02) 27.81*** 1<2,3

학원 2.16(1.08) 3.22(1.23) 2.93(1.21) 33.72*** 1<2,3

학업

스트

레스

전체

2.33(.85) 3.23(.95) 3.12(.92) 46.31*** 1<2,3

<표 4>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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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의 조합에 따라 구성된 세 개의 군집들 

사이에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 결과 학업성취도(F(2, 430)=22.33, p=.000)는 분산의 동질

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Dunnett T3 검증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군집 1(저 열등감 고 효능-정서조절 집단)이 군집 3(고 열등감 중 효능-정서조절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군집 3(고 열등감 중 효능-정서조절 집단)이 군집 2(중 열등감 

저 효능-정서조절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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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1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n=161

군집2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n=145

군집3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n=127

F
(2,430)

Schẻff�
M(SD) M(SD) M(SD)

학업

성취도
90.88(7.63) 79.48(14.89) 85.40(12.48) 36.91*** 2<3<1

<표 5> 군집별 학업성취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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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군집별 학업성취도의 차이(표준점수)

Ⅴ. 논의

본 연구는 학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군집 간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 6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최종

적으로 43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핀 결과, 학업적 열등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

서조절과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학업 스트레스와는 중간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다. 반

면,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업 열등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던 Strano와 Petrocelli(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 최근 사회통

합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학업 능력이 저조한 이유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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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하나가 열등감이었던 만큼(박미희, 홍백의, 2010), 이러한 결과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표집

에 따른 연구대상의 차이인지 혹은 주요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 측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대해

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업 스트레스 자

체는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후 검증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집분석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적 정서조절의 조합에 따라 3개의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형성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첫 

번째 군집은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집단으로 학업적 열등감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과 학업적 정서조절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군집 2는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 , 군집 3은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하위군집을 타당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판별분

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정서조절이 집단을 판별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는 현재

의 자연발생적인 군집 형성에 학업적 정서조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

업 장면에서 정서조절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지금

까지 심리적 안녕감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학업 장면에서의 정서

조절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다. 최근에 진로 등의 영역에서도 정서조절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유나현, 이기학, 2005; 이광희, 2008)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업성취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군집별로 학업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 전체와 하위 

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후 검증 결과,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집단이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과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집단보다 학업 스트

레스 수준이 낮았다. 이는 열등감 수준이 낮으면서도 자기효능감 수준과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집단이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는 학업 스트레스 전 하위요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집별 학업 스트레스에서의 차이는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업적 정서조절이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자연발생적인 하위 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 하위 집단에 따라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다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상담적 개입에서 이들 학생들이 어느 

하위 군집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차별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 하위집단 간에 학업성취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저열등감 고효능감-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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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조절’ 집단, ‘중열등감 저효능감-정

서조절’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열등감 수준은 낮은 반면,

높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열등감을 가질 경우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Strano & Petrocelli, 2005),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자의 정서조절이 학습수

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양명희, 2012; 조한익, 김수연, 2008; Schunk, 2003)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학업 스트레스 수준과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고열등감 중효능감-정서

조절’ 집단이 ‘중열등감 저효능감-정서조절’ 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열등감 수준이 높더라도 중간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 능력을 가진다면 중간 

정도의 열등감을 가졌으나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 능력을 가진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

절 능력이 학업 장면에서 스트레스를 다루고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개

입해야 할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상담 장면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업적 정서조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업수행에서 

다루기 힘들어 하는 정서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서조절 전략이 무

엇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현상을 기술하였던 만큼 변인

들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라든가 구조모형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추후 연구에

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학업적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이들 

집단 사이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업적 열등감이 학

업 스트레스는 물론이요, 학업성취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학업적 열등감에 

대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절 등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여

학생별로 군집 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군집 형성에서 성

차가 있는지에 대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열등감이 자기 향상이나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타인을 능가하고자 하는 자기파괴적 생활양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

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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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uster of Academic Inferior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nd their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1)2)3)

Kown, Sun-Kyoung*

Lee, Jee-Yon**

Jang, Jin-Yi***

This study examined natural groupings of people in terms of academic inferior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nd their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433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The cluster of academic inferior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was divided into such sub-group as low

inferiority-high efficacy and emotional regulation, medium inferiority-low efficacy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high inferiority-medium efficacy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these groups. Particularily results showed students in low inferiority-high efficacy and emotional

regulation group experienced high level of academic stress and performed high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Mo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 the current study.

Key words: academic inferiority,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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