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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로서 능동적

이고 효과적인 적응능력을 필요로 한다. 즉, 지식이나 정보

를스스로획득하여가공하고이를활용하여새로운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학습에 있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

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주도해가는 아동이 미래사회에서 우

수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때 요구되는 능력이 자기주도

적학습이다. 최근교육의방향도새로운미래의인간상,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

에개방되어있는개인, 지속적으로자기발전과창의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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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457 sixth-grade elementary
students in the Gyung-gi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K-SPQ-A,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using SPSS (version 18.0), and tests of the mediation were performed using SEM with
AMOS (version 18.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at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exist. Also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as negatively related to a child’s self-directed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 child’s self directed learning was fully mediated by self determined motiv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negatively affected that developmen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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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는 열린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과정이나방법, 개인이지닌특성, 교육목표로서의역할

등의초점을둔 역에따라개념의차이가있으나, 본연구

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적 측면으로 간주하고‘교사, 부모 등

타인의조력이있거나없는모든학습과정에서학습자스스

로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효

율적으로문제해결을할수있는주도적인학습능력’으로정

의한다. Knowles는자기주도적학습을학습자자신이솔선

수범하여 자신의 요구를 판단하고 학습목표를 정하는 동시

에, 학습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탐색하고적절한전략

을 선택, 시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념화 하

다. 이는 아동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스스

로자신의학습을주도하면서일차적책임을지는것으로서,

이는개인의자율성발달에중요한요인이된다[37].

우리나라는 2001년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에 발맞추

어 자기주도적 학습에 근거한 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의

화두로떠오르면서가정과학교교육에서핵심주제로대두되

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대학입시

경쟁에얽매어있는상황에서자기주도적학습은부족한실

정이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르

면초등학교6학년을대상으로한자기주도적학습력정도에

서 10.5% 정도가‘상’수준으로나타난반면, 중학교 3학년

은약 7%, 고등학교 1학년은 6% 정도로학년이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도우리나라아동들의읽기, 수학, 과학에대한성

취수준은 높은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 자신감 및 협동학습

능력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31]. 즉, 우리나

라교육의학력수준은세계최상위권수준이지만학습에대

한동기는하위권이며외국에서도한국학생들은교사가가

르쳐 주는 것은 잘 배우는 반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학습을개발하기위한조치가시급히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습의 책임감을

갖도록 학습자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3, 29].

동기는학습을위한선행필수조건으로학습상황에서의성공

을 촉진시키고, 학습에서의 성공은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향

상시키는상호관련성을지니고있으며, 특히학업에대한내

재적동기는지속적인자기주도적학습을유발시키는요인

이다[1]. 학습동기는학생이학습에있어서스스로의의지가

얼마나 반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동

일한맥락이라고볼수있다[14]. Deci 외의자기결정성동기

이론은인간의세가지욕구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충

족되면내재적동기가유발되어창의적행동, 긍정적인정서

적반응, 자존감, 유연한인지적처리, 삶의만족, 수행, 그리

고인내등이촉진된다고간주하는이론이다[15]. 자기결정성

이 높은 동기는 곧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능

감에 향을 주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향상시킨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높은학습자는도전적인과제를선택하고주

어진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

이며, 어려움이있어도끈기있게과제를지속한다. 자기결정

성동기는자기조절학습전략에 향을미치며이는학업성

취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29, 46, 50]. 아직까지자기결

정성동기와자기주도적학습에대한연구는많이진행되지

않았으나자기결정성동기와학업성취관련연구를통해두

변인간의관계를예측해볼수있다. 즉, 외적으로동기화된

아동은성취에대한관심과흥미가낮은수준이었으나, 내적

으로동기화된아동의경우학교생활에대한흥미와관심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29]. 또, 자기결정성은학업성취와높

은관련성을나타내[20, 30, 44, 46]. 학업상황에서아동들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으면 노력수준과 성취도가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 동기가 낮으면 노력과 성적이 모두 낮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과목을

측정한결과내적동기(Intrinsic Regulation)와학업간에유

의한상관을나타나시험을보기위해공부한아동보다내적

동기로학습한아동들이개념이해가더빨랐다[18].

한편자기주도적학습에 향을미치는환경적변인은부

모양육행동으로아동이양육행동을성취지향적, 애정적, 자

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다[3]. 반

면, 아동들이자신의환경을압박적인스트레스상황으로부

정적으로지각을할경우자기주도적학습이낮게나타났다

[2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양육행동을 부정적

스트레스로 지각하면 자기주도적 학습발달이 저해될 수 있

는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즉온정적이고지지적인양육

행동과는 상반된 개념의 심리적 통제는 압박적인 스트레스

로지각될수있다. 심리적통제란자녀의심리적및정서적

발달에개입하는통제방식으로아동의생각, 감정, 자기표현

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간섭하고 조종하는 양육행동이다

[4].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각하

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

로조절하는등의자율성발달을어렵게한다 [6]. 따라서어

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초등학생은 자아존중감

이낮으며이는학교생활부적응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16]. 이렇듯부모의심리적통제는자녀의발달에직

접적으로 향을미치기도하지만, 더중요하게관련된여러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심리적통제가자녀의발달에미치는부정적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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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위해서는부모의심리적통제가아동에게미치는

향의 구체적 과정이나 기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매개할수있는변인으로자기결정성동기요인을파악해보

고자 한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요인은 아동이

학습에책임감을갖도록스스로동기를부여하는것[3, 22]으

로, 이는 자기결정성 동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환경에결정적 향을받기때문이다.

아동의자기결정성동기의발달은환경적변인중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7, 32,

34, 40]. 특히 부모 심리적 통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능

력, 공격성, 적응과문제행동, 등발달의다양한측면에부정

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통제적양육행

동은 아동의 내재화된 동기화를 저해하고 외현적인 동기만

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의 발달에 부정적

인 향을미친다[2, 22]. 보다구체적으로부모의심리적통

제와관련해서는아동의심리적통제에대한지각이낮은집

단이 높은 집단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더 높았고,

학업성적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10]. 부모의통제적양육태

도가 외재적 동기인 외재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 에 부적

향을미쳤으며부모의공감등의, 자율적양육태도는내재적

동기인확인된조절과내재적조절에정적인관계를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34, 46].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자녀는 외적

보상이나압력혹은제약에순응하기위한타율적행위로과

제를 수행함으로 자기결정성이낮으며, 이는 학업에 부정적

향을미쳤다[15]. 또한 어머니의심리적통제양육은아동

을하여금부모에게의존하게하며, 자신의능력을과소평가

하게 하는 요인으로써, 낮은 학업수행능력을 보이며 통제적

양육방식을 나타내는 조건부 관심은 아동의 자율적인 내적

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해서볼때모의심리적통제양육은아동스스로의의사

결정을방해하는요인이되고이는결과적으로자기결정동

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심리적

통제를받은경험은아동으로하여금학업에대한지나친압

력과기대로지각되어, 내적스트레스를높이고내재적동기

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가 아동의

낮은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처벌적 반응을 보이고 정서적으

로낙심하게만드는행동은아동으로하여금과제수행을보

다잘하고자하는자율적동기를저해하게된다[7, 18].

이렇듯 자기주도학습은 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결정성

동기간의 관계에서 접한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심리적통제는자녀의발달에직접적으로 향을미

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자녀의발달에미치는부정적 향을줄이기위해서는

부모의심리적통제가아동에게미치는 향의구체적과정

이나 기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

어진연구는자기주도학습에서학교현장에서의교육과정과

방법에관한기술적측면을다룬연구가대부분이며, 자기주

도학습을 학습자 특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심리정서적 연구

는부족하다. 특히아동의정서적경험을설명하는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변인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심리적통제와자기주도적학습발달관계를알아

보고 이를 매개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결정성 동기에 초

점을 두고 구체적인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어머니의심리적통제가자기주도학습에어떠한 향

을미치며또어떠한과정을통해 향을미치는지를탐구하

는것을목적으로하며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이지각한모의심리적통제,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주도적학습간에는어떠한관계가있는가?

둘째, 아동이지각한자기결정성동기는모의심리적통제

와자기주도적학습간의관계를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 학교 14개 학급의 6학년

아동 457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대상은 남아 215명

(47%), 여아 242명(53%)이며,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65명

(14.2%), 첫째 83명(18.2%), 둘째 77명(16.8%), 셋째이상이

232명(50.8%)로나타났다. 아버지연령은보면30-39세25

명(5.6%), 40-49세381명(83.5%), 50-59세34명(7.5%)로40

대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연령은 30-39세 101명(22.1%),

40-49세331명(72.5%), 50-59세 11명(2.4%)로역시40대가

많았다. 학력별로는 아버지의 경우, 고교중퇴 또는 졸업이

46명(10.1%), 전문대졸또는대학중퇴16명(3.5%), 대졸282명

(61.7%), 대학원이상100명(21.9%) 으로대졸이상이80%이상

이었다. 어머니학력을보면고교중퇴또는졸업이73(16%),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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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또는대학중퇴19명(4.2%), 대졸276명(60.4%), 대학

원이상74명(16.2%) 으로대졸이상이70%이상이었다. 직업

별로는아버지의경우, 생산감독및서비스직16명(3.5%), 자

업 및 일반판매직 30명(6.6%), 일반 사무직 및 보안 업무

10명(2.2%),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292명(63.9%), 전문직

및 기업주 80명(17.5%)로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높았고, 어머니의직업은전업주부284명(62.1%), 취업

모173명(37.9%)으로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자기주도적학습

자기주도적학습검사도구는Guglielmino가개발한자기

주도학습준비도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이혜란이초등학교아동학습자수준에맞

는어휘사용과이해정도를고려하고한국교육상황에맞게

수정한설문지를사용하 다[17,38]. 본 도구는기회에대한

개방성, 자아개념, 독립성, 책임감, 흥미, 방법등 6개의하위

역으로 구분하여 각 역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점수가높을수록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높은것을의

미하며전체신뢰도는.95 다.

2) 자기결정성동기

자기결정동기를측정하기위한도구는 Deci 외의 이론을

근거[15, 16]로한Ryan 외의SRQ-A와Hayamizu의척도를

Kim이 한국의 일반적인 학습상황에 적합한 문항들로 통합

수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K-SPQ-

A)를사용하 다[18, 25, 47]. Kim에의하며K-SPQ-A의요

인구조분석결과변별타당도가낮은요인인통합된원인과

확인된원인은확인/ 통합된원인으로통합되었다. 연구도구

는 외적 원인, 부과된 원인, 확인/통합된 원인, 내재적 원인

의하위 역으로, 각 역마다 6문항으로이루어져총 24문

항으로구성되었다. 이척도는Ryan 외의학업과관련된질

문들보다더일반적이며특정한상황마다같은질문이반복

됨을 피하기 위해“왜 공부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만을

제시하고 각각의 답변으로 표현되는 동기 문항에 대하여 4

점척도로구성되었다. 점수가높을수록해당하위 역의동

기가높은것을의미한다. 외적원인, 부과된원인, 확인/통합

된원인, 내적원인의순으로신뢰도계수는.79, .76, .88, .87

이고전체신뢰도계수는.81이다.

3) 심리적통제

본연구에서아동이지각한모의심리통제정도를알아보

기 위해 Barber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정윤주가

번안한것을사용하 다[6, 13]. 이 척도는부모의심리통제

수준에 대하여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 으며 자기표현 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감정기

복의 6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문항은 Likert의 3점척도로되어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4점 척도로세분화하여측정도구를사용하 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

을제한하고죄책감을느끼게하는등아동의 역에과도하

게개입하여심리적자유를구속한다고느끼는정도가높은

것을의미한다. 언어적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감정기복의순으로신뢰도는 .75,

.61, .70, .59, .72, .74 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연구는2011년 10월중에경기도에있는3개초등학교

6학년 14개 학급 517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자가초등학교를직접방문하여자습시간중에각반담

임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후 수거하여 457부

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AMOS 18.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 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 값

을산출하 으며, 전체변인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 다.

관련변인들간의이론적모형을검증하기위해서구조방정

식모형(Stu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분석하

다. 이때모형의적합도를평가하기위해서 χ2검증을실시하

으며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Tu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

리고NFI (Normed fit index)등의적합도지수를제시하 다.

Ⅲ. 연구결과및해석

1.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분석에앞서측정변인들간의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

하여 Table 1과 같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다. 어머니의심리적인통제의하위요인어머니의심리적인

통제 하위변인, 자기 결정성 동기의 외적 원인, 내적 원인,

자기 주도 학습, 등 연구 변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에 더해 독립변인들

간의독립성을확인하기위해다중공선성을살펴본결과, 분

산팽창계수(VIF) 및공차한계(Tolerance) 값은각각10 이하

(1.324-2.541)와 0.1 이상(0.369-0.756)의수치를보여다중

공선성의문제는우려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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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

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Kim에 의하면 요인부하

량(β)은일반적으로절대값이 .40이상이면유의한변수로간

주된다[34]. 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 대부분의측정

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이에 해당하 으나, 자기 결정성 동기

의‘부가된원인’은 .30 이하의수치를보여이를삭제한후,

재분석하 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χ2 = 393.465
(df = 87), CFI = .924, NFI = .905, TLI = .908, RMSEA =

.088로나타나RMSEA 적합지수가기준을충족하지못하

다. 따라서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가보수적인기

준9이상인경우에는이론적으로설명이가능한경우에공분

산경로를설정할수있다는이론적근거를바탕으로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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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457)

1 2 3 4 5 6 7 8 9 10 11
Psychological control

ⓐ -
ⓑ .38*** -
ⓒ .62*** .35*** -
ⓓ .34*** .41*** .37*** -
ⓔ .63*** .33*** .64*** .39*** -
ⓕ .55*** .34*** .63*** .35*** .66*** -

Self-determined motivation
㉠ .21*** .04 .19*** .04 .19*** .16** -
㉡ .21*** .06 .23*** .08 .24*** .17*** .75*** -
㉢ –.22*** .01 –.20*** .00 –.26*** –.21*** –.47*** –.54*** -
㉣ –.17*** .04 –.15*** .02 –.13** –.14** –.62*** –.62*** .58*** -

Self-directed learning –.22*** –.04 –.21*** –.08 –.22*** –.18*** –.88*** –.87*** .58*** .71*** -

Nate. ⓐ Constrain verbal expression ⓑ Invalidating feelings ⓒ Personal attack ⓓ Guilt induction ⓔ Love withdrawal ⓕ Erratic
emotional behavior ㉠ External regulation ㉡ Introjected regulation ㉢ Identified regulation ㉣ Integrated regulation
**p < .01, ***p < .001

Table 2. 
Fit index of observed model (N = 457)

Variables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Index 322.295 86 .922 .928 .941 .078
(.069~.087)

Table 3.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457)

Latent variables Estimated variables B β S.E. C.R. p

Psychological
control

Constrain verbal expression .864 .760 .053 16.298 ***
Invalidating feelings .484 .454 .052 9.325 ***
Personal attack .916 .795 .054 17.116 ***
Guilt induction .595 .474 .061 9.766 ***
Love withdrawal .886 .823 .050 17.731 ***
Errati emotional behavior 1.000 .773

Self-determined
motivation

External regulation .513 .398 .065 7.930 ***
Identified integrated regulation .855 .684 .062 13.868 ***
Internal regulation 1.000 .762

Self-directed
learning

Openness .930 .831 .043 21.397 ***
Self-concept .944 .813 .046 20.704 ***
Independence .951 .856 .042 22.435 ***
Responsibility .859 .829 .040 21.337 ***
Interest 1.026 .856 .046 22.448 ***
Learning method 1.000 .82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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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동기-내적원인(e9)와 자기주도적 학습-흥미(e14)간의

공분산을연결하여모형을수정하 다[34](Table 2, Figure

1). 그결과 χ2 = 322.295 (df = 86), CFI = .941, NFI = .922,
TLI = .928, RMSEA = .078로, CFI > .90, NFI > .90, TLI >

.90, RMSEA < .08이라는기준을충족시켜적합성이검증되

었다(Table 3).

4.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 후 ,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와 자기

결정성동기가자기주도학습에미치는경로를알아보기위

해Figure 2의구조모형을분석하 다

각변인들간의경로를살펴보면Tabel 4와같다. 첫째, 어

머니의심리적통제는자기주도학습에직접적으로 향을

미치지않았다(β= –.039, p > .05). 그러나자기결정성동기

는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β = .922, p <

.001), 어머니의심리적통제도자기결정성동기에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β = .334 p < .001). 즉어머니

의심리적통제수준이높을수록아동의자기결정성동기수

준이높았으며, 이는높은수준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과관

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모형으로나타내

면Figure 3과같다.

Figur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Figure 3. Mediating model of self-detrermined motivat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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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심리적통제및자기결정성동기가아동의자기

주도학습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5), 아동의자기주도학습에가장큰 향을미치는변

인은자기결정성동기(β = .922, p < .001)로나타났다.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

성동기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유의성을확인하 다. 즉, 어머니의심리적통제는자기주도

학습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β = –.039, p >

.05), 자기결정성동기를통해서간접적인 향을미쳤다(β=

.308, p < .05).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살펴본결과,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결정성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83%이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대

한설명력은11%이었다.

Ⅵ. 논의및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기위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

결정성동기가모의심리적통제와자기주도학습간의관계

를매개하는지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밝혀진결과를요약

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 언어적 표현제

한, 비난, 애정철회, 불안정한감정기복등을높게지각할수

록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낮게나타났다. 이는아동이부모

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가 수용적이고 개방적일수록 학습동기 수준이 높고[11, 14,

32] 자기주도적학습준비도에긍정적 향을준다는결과와

일치한다. 또한부모의심리적통제가낮을수록아동의자기

결정성 동기가 높아 학업성적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10, 46]. 부모의심리적통제가높을수록학습몰입

수준이 낮아지며, 학업상황에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을수

록노력수준과성취수준이높다는연구결과와일치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외적강요나

심리적통제는부정적 향을준다는것을다시확인하 다.

둘째, 아동의자기결정성동기와자기주도적학습의관계

를보면자기결정성동기의모든변인이자기주도적학습에

유의한 향을 미쳐, 외적원인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이낮았고, 확인/통합된원인과내적원인이높을수록자기주

도적 학습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내

재적 동기를 가진 아동일수록 학업성취가 높고[51], 확인된

동기를가진아동이학교생활에대한흥미와관심이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반면[27], 외적 동기가 학업성취와 더

높은상관을보이며, 내적동기는학업성취와부적상관이있

다고보고한연구와는상반된결과를나타냈다[13, 46]. 이러

한결과는자기결정성이높은내재적동기라하더라도그유

형에 따라 자기 주도 학습과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며 또

한 자기 결정성이 낮은 외재적 동기라 하더라도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즉 기존의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의 이분법에 따라 자기 주도 학

습과의관련성을보고한연구들보다더구체적인결과를제

시해주고있다. 아직까지선행연구에서도일치되지않은결

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자기 결정성 동기 유형과 자기 주도

Table 4.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457)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Psychological control → Self-directed learning –.027 –.039 .028 –.967 .334

Self-determined motivation → Self-directed learning .843 .922 .061 13.816 ***

Psychological control → Self-determined motivation .255 .334 .045 5.701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N = 457)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2

Psychological control → Self-directed learning –.039 .308** .269***
.83

Self-determined motivation → Self-directed learning .922*** - .922***

Psychological control → Self-determined motivation .334*** - .334*** .1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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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대한일관된결론을내리기어렵다. 즉, 자기결정성

이높은내재적동기임에도불구하고학업성취와의상관성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추후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적 교육상황

에서자기결정성동기는학년이올라갈수록내적동기가감

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27] 이는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내적동기가 증가한다는 국외연구[15]와 상반되는 결과

이다. 학습자가학습을하는데있어서보다자율적이고내적

인학습동기를유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지만,

입시교육 상황에서 성적과 같은 변인들이 학생들에게 미치

는 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내적인 동기에

의해학습하는것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기는힘들다. 사

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자기 결정성 동기가 학업 성취

에부적인 향을미칠수있음을어느정도예상할수있다.

대부분의학부모나학생들은선행학습을당연한것으로받

아들이고있는데이런경우아동이학습내용자체에흥미를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진도 위주로 학업이 진행되기 쉽

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나 부모의 의도에 순응하는

아동이자기결정성동기가높은아동보다학업성취가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학업

성취는높으나자기주도적문제해결능력이나창의성이부

족한학생으로성장할가능성이크다. 특히우리나라의입시

위주의 교육적 상황에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주도 학습

에주는 향과학업성취와의관계연구는세부적인경험적

연구가더많이시도되어야하는필요성을시사한다.

셋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향은, 모의심리적통제중에서언어적표현제한은자기결정

성동기의외적원인과내적원인유의한 향을미쳐, 언어적

표현제한이 높을수록 외적원인은 높고, 내적원인은 낮았다.

또, 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 감정불인정은자기결정성동기

의 확인/통합된 원인과 내적원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 감

정불인정이 높을수록 확인/통합된 원인과 내적원인이 높았

으며, 모의 심리적통제중에서 죄책감 유발은 자기결정성동

기의 확인/통합된 원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 죄책감 유발

이 높을수록 확인/통합된 원인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모의

심리적통제중에서애정철회는자기결정성동기의확인/통

합된원인에유의한 향을미쳐, 애정철회가높을수록자기

결정성동기가낮았다. 이는부모의심리적통제는자기결정

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결정성 수준은 낮다는

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연구결과는부모의심리적통제

와 자기결정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유사하다[10, 35, 40,

44].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결정

성동기가낮다는본연구의결과는부모의심리적통제의부

정적인 향을 확인시켜주는것이다. 아동이 부모가 기대하

는행동을하지않을때심리적수단을이용하여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역에 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기결정성을낮추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자기결정성동기가높으면노력수준과성취도가높

은반면, 자기결정성이낮으면노력수준과성적이낮다는연

구 결과를[51] 고려해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는 심리적 통제를 지양하고 아동의 자기결정성

의경험기회를확대하여아동의자율성을높여야함을시사

한다.

넷째, 모의심리적통제,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주도적학

습간의관계는모의심리적통제와자기주도적학습의관계

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외적원인, 확인/통합된 원인, 내적

원인이 완전 매개하 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기결정성동기를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에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아동의

자기주도적학습에있어서부모의심리적통제가아동의자

기 결정성동기에 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

다. 특히아동의자기결정성동기에따라부모의심리적통제

의 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 학습

에서자기결정성동기의중요성을확인하 다. 즉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향력을 갖고 통제하는 가족관계에서 아동

에게 명령, 언어체벌 등의 부정적인 양육을 수행하게 되면,

아동은 자기결정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져 자기결정성 동기

를발달시킬수없게된다. 이는자기주도학습발달에부정

적 향을 주 뿐 만아니라 아동은 외적 보상에 의존하는 행

동발달로궁극적으로자기주도적인생활을위한자율성발

달이어렵다. 따라서부모는자녀의자기주도적학습발달을

위하여양육과정에서자기결정성동기를경험해볼수있도

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함양 시켜줄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시사한다.

이상의결론을통하여후속연구를위한다음과같이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관련연구는 학습

과정과방법측면에서이루어졌으나본연구는아동정서적

경험을다룬심리적통제에초점을두고바람직한양육방식

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 다는데의의가있다.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율성 발달의 결과이며 이는

부모의양육행동에결정적 향을받는다. 그러므로후속연

구를통하여자기주도학습발달을위한부모자녀간의상호

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자녀양육방식에 대

한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초등학교6학년아동의양

육행동은구체적행동통제보다는심리적통제가더큰 향

력을가지므로이들의관계를규명하는시도가요구된다. 둘

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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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능력간의 연구를 한국적 교육상황

에서 구체적인 기제 과정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학업성취

에 주는 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입시위주의교육으로인한자기결정성동기측면이자기주도

적학습과학업성취에미치는 향을규명할수있는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하여

내적동기를 유발시키면서 외적보상 등에 대한 향력을 완

벽히배제하기어려운교육현실에서자기결정성동기를적절

히사용하여아동의자율성을증가시키고내적인흥미를가

질 수 있게 유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세부

적인연구가많이시도되어야하는필요성을시사한다. 셋째

본연구는자기주도학습에 향을주는학업관련자기결정

성 동기 변인을 측정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학업뿐 아니

라아동의삶의전반적 역을포함하여자기결정성동기를

측정할수있는표준화된척도개발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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