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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합리적 양육이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를 통한 자기 통제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1,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and mother’s rational 
parenting behavio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elf-control.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s children ages 13 through 14 years old (N = 267); all 
of whom attend school in Busan, S. Korea. Collected data were used analyzed by the SPSS 25.0 and 
PROCESS MACRO (mode l8) by Hayes (2013).
Results: The relationship of mother’s rational parenting behavior with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level 
was mediated by self-control. Additionally, intrinsic motivation level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ational parenting behavior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Further, level of intrinsic motivation 
had a mediated moderation effect from mother’s rational parenting behavior to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through the self-control.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igh level of intrinsic motiva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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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별1, 김희화2

Introduction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과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

감직전까지 과제의 시작이나 완성을 미루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적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불필요하게 과제

를 미루는 행동(Solomon & Rothblum, 1984)’인 지연행동으로, 

특히 학업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연행동이 학업장면에서 나타나 예정된 시

간까지 과제를 시작하거나 완성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학업지

연행동이라고 한다(Ellis & Knaus, 1977; Lay, 1986). 학업지연

행동은 학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수반하여 저조한 학업성취를 초래

하고, 이는 진학 및 취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등학교

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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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업적 부담이며(Anderman & Midgley, 1997) 학업적 부담

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원인이 된다

(Choo & Lim, 2008). 이에 따라 학업적 부담이 증가하고, 학

업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eswick, Rothblum, & Mann, 1988; Ferrari, 2000; Roh, 2011; 

Synn, Park, & Seo, 2005).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업지

연행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 Park & Ahn, 2019; 

Wu & Ahn, 2017; Yun & Yeo, 2013).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자

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양육행동에 대한 초기 

구분은 Schaefer의 이론에 근거하여 Oh와 Lee (1982)가 개발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으로 이루

어졌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구분방식에 근거하여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은 

매사에 이유를 중시하고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며, 교육에 있어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즉, 자녀의 생활습관을 규제하면서도, 자녀들이 자율성

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므로 지연행동의 예방과 가장 관련이 

높은 양육행동라고 볼 수 있다(Hwang, 2008). 부모의 양육행

동이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지연행동이 감소하였으며(Hwang 

& Jang, 2010; Seo, 2012), 부모의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학업지

연행동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K. Kim, 2016). 이와 같은 결

과들을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중에서도 자녀

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관

리해주고, 과제나 학업 영역에 관심 및 개입이 많은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아버지보다 학업지연행동에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행동에 우선 관심을 

두고자 한다.

학업지연행동은 완벽주의, 성취목표지향성, 실패공포, 자

기통제력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Myeong, Lee, Yang, & Lee, 

2015; S. M. Park, Ham, & Son 2016; Yang, 2017)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 이 중 자기 통제력이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 정서를 조절하며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이다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K.-N. Lee, 2000).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주의력이 부족하며 반응시간이 짧은 특

성이 있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주변에 쉽게 주의를 빼앗겨 

잦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비계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제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자기통

제력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삶에서 더 성공적으로 자기조

절을 하는 경향이 있다. Tangney, Baumeister와 Boone (2004) 의 

연구에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며, 인생에서 성공적인 경

험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 U. Kim과 Yang (2013)

의 연구에서도 자기 통제력과 학업지연행동 간에 유의미한 부

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 중 자기 

통제력이 학업 지연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자기 통제력은 아동의 발달에 맞춰 점차 발달하다가 청소년기

에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부모 양

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

은 초기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감소시키는(H.-R. Lee, Doh, 

Kim, & Park, 2009) 반면, 청소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합리

적으로 지각할 때 남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은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Ju, 2002; H.-R. Lee et al., 2009; Yoon, 2007).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합리적인 양육행동

은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청소년의 개인 내적변인인 자기 통제력을 변화시켜 학업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

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

향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 통제력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학업지연행동

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의 증가와 

같은 심리내적 변화가 수반되어 가능함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은 욕구조절 및 과제완성과 같은 상

황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자기

통제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써 내재적 동기를 들 

수 있다.

Deci와 Ryan (2000) 은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의 

유형을 무동기, 타율적 외재적 동기, 자율적 외재적 동기, 내재

적 동기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내재

적 동기는 최고의 자기결정성을 갖는 자율적 자기 결정적 행

동의 원형이다. 내재적 동기는 특별한 보상이 없더라도 자발

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결

정적인 행동이며, 특정한 일이나 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관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K. Kim, 2016). 즉, 결과보다는 과

제수행 과정에 충실하며, 과제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17  Mother’s Parenting and Adolesc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을 보상으로 여긴다(Ryan & Connell, 1989). 학업에 대한 행복

감, 즐거움, 생활만족도 등과 높은 관련이 있는 내재적 동기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며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시간

을 공부를 하며 보내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라고 볼 수 있다(C. K. Kim & Cho, 2014; H. Kim, 2012).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네 가지 동기의 유형 

중, 내재적 동기군의 학생들이 학습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H. Kim & Lee, 2019). 이처럼 내재적 동기가 높

은 청소년은 보상이 없더라도 과제수행을 즐겁게 여기며 학업

장면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학업적 성공을 이루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의 합리적 양육으로 인한 자기통제

력 발달이 촉진되기 쉬울 것이다. 즉 내재적 동기가 낮은 경우

보다 높은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합리적인 양육행동으로 인

한 자기 통제력의 증가가 쉽게 이뤄지기 쉬움을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이해할 때 모의 양육행동

만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관계가 명

료화되리라 본다.

모의 양육행동은 모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자녀가 지각하

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 그 과정에서 내재적 동기의 조절 역할을 확인하고자 매

개된 조절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된 조절모형

이란 조절효과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매개변수를 통해 밝

히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변인, 조절변인, 상호작용변인이 종

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이들 변인이 매개변인을 통

해 종속변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측정하

는 것이 목표가 된다. 즉,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내재적 동기

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

로 인한 조절효과가 자기 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코칭을 하며, 청소년의 

내재된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업지연행동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자료 및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tudy model.

연구문제 1

내재적 동기가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 

행동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자기 통제력이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  

행동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 자기통제력,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내재적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 2학년 267명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중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

며, 방과 후에도 사교육을 받는 시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

에 학업지연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연

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117

명(43.8%), 중학교 2학년 150명(56.2%)이었고, 남학생 139명

(52.1%), 여학생 128명(47.9%)이었다.

연구도구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itken (1982)의 지연행동척도

(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Ahn (201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

어져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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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전체 15 문항 중 2, 4, 6, 11, 

12, 14, 15번은 역 채점 문항으로, 점수는 15-75점 사이에 분포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숙제 시작하기

를 미룬다.”, “나는 종종 기한 내에 숙제를 끝마치지 못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값은 

.7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Oh와 Lee (1982)가 제작

한 부모양육행동 검사를 E. B. Ahn (2016)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두 가지 양육행동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양육행동 

10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 범위는 10-50

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모의 양육행동을 합리적

인 양육행동이라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공부

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신다.”, “내

게 벌을 줄 때, 대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값은 .72로 나

타났다.

자기통제력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Gottfresdon과 Hirschi 

(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H. S. Kim (1998)의 자기 통제평

정척도를 K. Y. Lee (2001)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

기보고식으로, 총 20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

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나는 지루하고 재미없

는 일이라도 끝날 때 까지 그 일에 집중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값은 .82로 나

타났다.

내재적 동기

Ryan과 Connell (1989)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 질문지와 

Hayamizu (1997)의 척도를 통합, 수정하여 한국의 일반적인 

상황에 맞도록 수정된 Kim (2008)의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

절 설문지(K-SRQ-A)를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통제적 동

기와 내재적 동기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공

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 공부한다.”, “나는 지

식을 쌓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한

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값은 .93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연구대상의 표집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중학교 중 5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급단위로 표집 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 조

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80부 중 문항에 대한 응답

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267부만을 최종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 (IBM Co., Armonk, NY)와 Hayes (2013)

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SPSS 25 (IBM Co., Armonk, NY)를 사용하여 각 변인

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번을 분

석하기 위해 다중회기 분석을 통한 모의 양육행동과 내재적 

동기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2번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한 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 관계에

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사용하여 내재적 동기의 수준에 따라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 통제력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Results

변인 간의 상관관계
 

지각된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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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동기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학업

지연행동(r = -.29, p < .01), 내재적 동기와 학업지연행동(r = 

-.38,  p < .01), 자기통제력과 학업지연행동(r = -.58,  p < .01) 간

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모의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서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우선 유의해야 하므로( Jeong 

& Seo, 2016)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내재적 동기가 모의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에 조절효

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진행한 뒤 분석

에 사용하였다. 또한 잔차 간 자기상관 유무를 검토하기 위하

여 Durbin-Waston 계수의 값을 산출하였다. 계수의 값은 1.92

로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

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중재효

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내재적 동기와 상호작용하여 청소

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1단계

에서는 모의 합리적 양육과 조절변인인 내재적 동기를 동시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내재적 동기

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01만큼의 R² 변화량을 가져왔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즉 모의 합리적 양

육행동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내재적 동기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내재적 동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두 변인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상 ·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에 의하면 내재적 동기가 낮을 경우보다 높을 경우 

모의 합리적 양육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변수로 측정된 조절변수의 어

느 값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변인 수

준에 따른 회귀계수의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에서와 같이 내재적 동기가 낮은 경우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1만큼 높아질 때 학업지연행동은 .21만큼 감소하

였고(B = -.21, p < 0.5) 내재적 동기가 평균인 경우에는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1만큼 높아질 때 .32만큼 감소하였다(B = 

Table 1  
Correlations Among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Control, Intrinsic Motivation

Rational paren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control Intrinsic motivation
Rational parenting ―

Academic procrastination -.29** ―

Self-control .38** -.58** ―

Intrinsic motivation .17 -.38** .48** ―

Note. N = 267.
**p < .01.

Table 2
Intrinsic Motivat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ational Parenting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Strp β t R² F
1 Rational parenting (A) -.25 -4.52*** .21 34.60*** 

Intrinsic motivation (B) -.35 -6.41***
2 Rational parenting (A) -.25 -4.63*** .22 24.21*** 

Intrinsic motivation (B) -.34 -6.07***
A × B -.10 -1.7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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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 < .01).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1만큼 높아질 때 학업지연행동은 .45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B = -.45,  p < .01).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내재

적 동기가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에 위

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VIF (1.00∼1.04)가 10 이하, Tolerance (.96∼1.00)

가 0.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효과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

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야하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다음 회귀방정식을 통해 검증한다. 첫 번째로 매개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두 번째로 종속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속변

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 때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력이 완전히 사라지면 완전매개 모형이 되고, 영향력은 유의

하지만 감소한다면 부분매개모형이 된다.

이에 따라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보면, 1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모의 합

리적 양육이 매개변인인 자기 통제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β = .39,  p < .001). 그리고 2단계의 회

Figure 2. Intrinsic motivat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ational parenting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able 3
Significance of the Simple Slopes

95% CI
Intrinsic motivation B SE t LL UL

-1SD -.21 .09 -2.25* -.39 -.03
0 -.32 .07 -4.65*** -.45 -.18
+1SD -.45 .11 -4.25*** -.65 -.24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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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모형에서 모의 합리적 양육이 종속변인인 학업지연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β = -.29,  p < .001). 마

지막으로 3간계 회귀모형에서 매개변인인 자기 통제력이 종

속변인인 학업지연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β = -.54,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 통제력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인인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종속변인인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β = -.08, n.s.). 그러므로 자기 

통제력은 모의 합리적 양육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Table 4
Self-Control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ational Parenting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Step β t R² F
1 Rational parenting → Self-control .39 6.83*** .15 46.60***
2 Rational parenting → Academic procrastination -.29 -4.94*** .08 24.40***
3 Rational parenting → Academic procrastination -.08 -2.01 .32 63.87***

Self-control → Academic procrastination -.54 -8.42***
***p < .001

Table 5
Bootstrapping Result for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trol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Self-control -.237 .035 -.299 -.163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and Significant Validation of Indirect Effects

Self-control
SE β t

Constant .37 193.18***
Rational parenting .06 .35 10.47***
Intrinsic motivation .04 .40 9.21***
Rational parenting × Intrinsic motivation .01 .08 3.17**

 Academic procrastination
SE β t

Constant 1.85 35.36***
Self-control .03 -.54 -8.42***
Rational parenting .04 -.08 -2.01***
Intrinsic motivation .04 -.22 -5.39***
Rational parenting × Intrinsic motivation .03 -.04 -9.87**

Indirect effect
95% CI

Intrinsic motivation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117 .025 -.169 -.070
M -.157 .024 -.206 -.111
+1SD -.206 .036 -.285 -.142
Index -.046 .020 -.085 -.010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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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Table 5 에서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

출한 표본 수는 1000개였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

개효과 계수의 상한 값은 -.163, 하한 값은 -.299로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 통제력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자기 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매개된 조절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Rucker

와 Hayes (2007)가 제시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매개된 조절효과의 분석절차에 따라 연구문제 1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유의성이 밝혀졌으므

로 그 다음 분석으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개된 조절 모형이란 조절효과가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

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매개변인에 이르는 경로(직접효과)와 상호작

용 항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미치는 경로(간접효과)

가 유의함을 밝혀야 한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의하면,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내재적 동기의 

상호작용변수는 자기 통제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 .08, 

p < .01), 자기 통제력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직접효과

를 보였다(β = -.54, p < .001). 다음으로 모의 합리적 양육과 내

재적 동기의 상호작용 변인이 자기 통제력을 매개로하여 학업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정

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조건부 간접효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에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변인의 모든 수준에서 매개된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고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면서 음의 간접효과

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 지수는 -.0464 (95% CI [ -.0845 

-.0102])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 통제력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 매개

효과가 아동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 조절됨을 나타낸다. 즉 내

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모의 합리적 양육이 아동의 자기 통제

력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크게 나

타나는 반면,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낮은 경우 이러한 매개효

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행동이 학업지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학생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자기 

통제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지연

행동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자료 및 효율적 방안을 제

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합리

적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조

절효과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학

업지연행동이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자녀의 학업지연행동 예방을 위한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

의 효과는 자녀의 내재적 동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제시해준다. 이는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

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Yun & Yeo, 2013)를 해석하는 과

정에서 모의 역할 중요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지연

행동 예방에 앞서 부모 및 교사는 결과보다 과제수행 과정에 

충실하며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보상으로 느낄 수 있는

(Ryan & Connell, 1989) 내재적 동기의 형성을 위한 개입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둘째,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

의 학업지연행동에 모의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을 덜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합리적인 양육행

동이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통제력이 학업지연행동

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Jin & Lee, 2017; 

J. U. Kim & Yang, 2013). 어머니가 지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를 설명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자기 통제력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학업 성취도를 올려준다는 선행연구( Jang & Kim, 2011; 

T. G. Jeong, 2005)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하여 자녀의 자기 통제

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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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의 합리적 

양육의 역할이해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관련시켜야 함을 

제안해주므로 어머니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

의 합리적인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에 대

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가 내재적 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모가 합리적으로 양육할 때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증가하고, 증가된 자기 통제력은 학업지연행동을 감

소시키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가 커질

수록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재

적 동기가 낮은 청소년보다 높은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합

리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의 증가를 통해 학업

지연행동이 쉽게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모의 합리적 양육행동(Zakeri, 

Esfahani, & Razmjoee, 2013), 자기통제력( J. U. Kim & Yang, 

2013) 각각에 관심을 두고 이뤄진 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해 학

업지연행동을 이해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

게 해주었다. 즉 학업지연행동 감소는 환경요인인 모의 합리

적 양육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 및 자기 통제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의 어떠한 상호작용 및 과정을 통해서 가

능한지를 밝혀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

이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의 개인

적 특성인 내재적 동기와 자기 통제력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

고서 개입하는 것의 한계를 제안해주었다. 특히 학업지연행동

의 예방은 청소년 개인특성인 내재적 동기가 우선적으로 높아

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다. 내재적 동기는 최고의 자기결정성

을 갖는 자율적 자기 결정행동의 원형으로 특별한 보상 없이

도 자발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다

(Ryan & Deci, 2000). 따라서 초등학교보다 학업에 대한 부담

이 증가하고(Anderman & Midgley, 1997) 학교에서 보내는 시

간이 증가하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증대가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

년 동기강화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모의 합리적 양육을 통해 청소

년의 자기통제력이 증가되고, 이를 통한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재적 동기를 우선 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

면서 부모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업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청소년 대상의 개입 안으로 

우선 내재적 동기의 향상이 필요함을 밝힌 점과 학업지연행동 

감소는 청소년의 내재적동기가 낮은 경우보다 높을 경우 가정 

내 모의 합리적 양육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증가를 통해 쉽

게 이뤄질 수 있음을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요인으로 부모 요인만을 선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 못지않

게 중요타인으로 또래와 교사 역할이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학

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및 또래와 교사요인

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적, 가정환

경과 같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성적을 비롯하여, 학

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기존의 연

구변인을 중심으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밝히는 것이었으므로 

기존에 사용한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의적

으로 적합한 문항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

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척도 

문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초지식, 초연결 

시대에 수동적으로 부여되는 학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학교현장에서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해동 

특성 이외에 학업장면에서의 적응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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