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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및 그릿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direct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cooperative compet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grit on this 
process. This study also focused on the individual and sequential mediating processes of peer 
relationships and grit in the association between positive parenting and middle school students’ 
cooperative compete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551 middle school first graders (boys: 1,383, girls: 1,168)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Preliminary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phantom variables with AMOS 25.0 program was conducted to examine a multiple 
mediation model the current study suggested.
Results: First, the direct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cooperative competence 
was not significant. Second, positive parenting exerted an indirect eff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cooperative competence through peer relationships and grit. Specifically, peer relationships and grit 
individu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ositive parenting and cooperative compet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Furthermore, peer relationships and grit played a sequential mediating role in 
linking positive parenting with cooperative compet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other words, as 
parents showe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s forme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which 
sequentially leads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grit and cooperative competence.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at parents have an influence on adolescents’ cooperative 
competence by facilitating high-quality peer relationships and grit development through the 
elements  of positive parenting such as warmth,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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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미

Introduction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

존의 산업사회와 차별화된 역량(competence)이 요구되고 있

다. 역량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

요한 지식 및 기술, 태도를 포함한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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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chen & Salganik, 2003).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의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

보다 지식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역량이 강조된다(Sung, Choi, 

Kim, Oh, & Jin, 2015). 역량은 학교 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에서 학습되며, 이러한 학습은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역량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 OECD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DeSeCo)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

화되었으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자율적으

로 행동하기’,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상호작용 하기’, ‘도구를 

사용해 상호작용 하기’로 제시되었다(C. H. Kim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서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및 계발역량, 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참여역량이 제안

되었다(Sung et al., 2015).

이 중 대인관계역량의 한 유형인 협동역량은 입시경쟁의 가

열화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의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의 필요성

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아 왔다(J.-H. Park & Hong, 2018). 협

동역량은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

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집단성과

에 기여하는 능력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이질적인 구성

원의 협동은 사회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OECD를 

비롯한 각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주요한 역량으로 다루고 있다

(Sung et al., 2015). 이러한 점은 소수 개인의 전문적 능력보다 

다양성을 가진 집단의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미래 사회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흐름을 같이 한다(H. Choi, Lee, 

& Kim, 2020). 협동역량은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관

계형성역량과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및 공감과 배려는 미

시적 수준에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역량이

다. 반면 협동역량은 이러한 관계역량을 토대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기조절(self-regulation)

과 더불어 다른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와 과업 수행을 함께 점

검하며 타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회적 조절(socially-shared 

regulation)이 수반된다(Hadwin, Järvelä, & Miller, 2017). 

청소년기는 사춘기로 인한 발달적 변화와 함께 자신에게 몰

두하는 자기중심성과 집단 동일시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

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또래

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또래와의 갈등은 

부모 및 학교의 무관심, 비행 또래집단과의 결속 등의 조건에

서 또래 폭력의 형태로 종종 발전되기도 한다(M.-J. Lee & Kim, 

2018; Yang, Park, & Lee, 2014). 학교 내 · 외에서 또래에 대한 다

양한 형태의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개념화된다. 2019년 발표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6%로 2018

년에 비해 0.3% 증가하였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

학년 및 중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았으며 같은 학교 

및 학년의 또래집단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Ministry of Education, 2019). 더욱이 학교교육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경쟁적 분위기에서 실시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는 

상실되었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초 · 중등학교에

서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개인단위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지며 협동역량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구체적 방안이 명확하

게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J.-H. Park & Hong, 2018). 따라서 청소년의 협동역량 발달

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방안 모색에 앞서 협동역량과 관련된 심

리 · 사회적 변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협동역량은 개

념적으로 구성 요소가 중복되는 다른 사회적 구인(예: 친사회

성)과 함께 다루어졌으며 협동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소

수(e.g., Jeon, 20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협동역량에 대한 심리 · 사회적 변인들의 복합적

인 영향 경로를 추론할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의 친사회성 및 

협동,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변인이

다. 우선 부모는 친사회적 행동을 교육하거나 긍정적인 정서

표현과 양육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 됨

으로써 자녀의 대인관계역량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Darling & Steinberg, 1993).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청소년

기 자녀는 타인에 대한 공감 및 협동, 대인관계갈등해결 수준

이 높았다(S. Lee & Kwon, 2018; Yang et al., 2014). 더욱이 자녀

에게 애정 및 정서적 지지와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민주적 

양육행동(authoritative parenting)은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

에서 타인의 감정을 논의하고, 규칙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협동심과 친사회성을 조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Carlo, Mc Ginley, Hayes, Batenhortst, & Wilkinson, 

2007). 따라서 부모의 애정 및 자율성 지지, 합리적 규칙설정

이 자녀의 긍정적 대인관계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반면 S. Park, Park과 Kim (2018)

의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 일관적이고 과잉 기대와 

간섭을 할수록 청소년기 자녀는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친사회성 및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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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사회적 · 심리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부모

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또래와 심리적으로 밀착된다(Coleman, 1978). 

전통적으로, 청소년기 부모와 또래관계는 보완적 · 경쟁적으

로,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또래관계에서 보완하

며, 부모보다 또래애착 정도가 높아진다는 관점이 수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점차 애착이론(Bowlby, 1982)의 영향으로 부모와

의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질을 예측한다는 연속적 

관점이 지지를 받고 있다(Wilkinson, 2004). 애착이론에 의하

면, 영아기부터 형성된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

와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 ·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82).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지지

적일수록, 자녀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또래관계에 전이시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Gorrese & Ruggieri, 2012; Llorca, 

Cristina Richaud, & Malonda, 2017). 더욱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학교생활적응에 필

요한 도구적 ·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고,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

구조를 인식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되는 것이 어떠한 것

인지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친사회성 및 협동역량이 발달된다

(H.-L. Kim, Kim, & Chung, 2011; Schoeps, Mónaco, Cotolí, & 

Montoya-Castilla, 2020). 이와 같이 애착이론은 부모-자녀 관

계의 질이 청소년의 또래관계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한 반

면 몇몇 학자들(Goodwin, Mrug, Borch, & Cillessen, 2012; Shin, 

2017)은 청소년 스스로 유사한 성향을 가진 또래를 선택함으

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성향이 강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과 유사

한 행동성향과 가치관을 보이는 또래를 친구로 선택하는 호모

필리(homophily) 성향을 보이므로,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청

소년은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또래를 선택하여 상호작용함으

로써 협동 등의 친사회적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Shin, 2017).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정적이고 지지적

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자녀의 협동역

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예측된다.

한편 협동은 목표가 있는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며, 목표달

성에 대한 열정 및 노력과 자기통제의 요소를 포함한다(Sung 

et al., 2015). 이러한 점에서 그릿(grit)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협동역량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릿

은 최근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심리적 

구인으로, 목표에 대한 흥미유지와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

인 노력,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따라서 그릿은 목표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유지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노력

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성실성과 자기통제 등

이 있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2007년 미국의 Angela 

Duckworth와 동료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국내에

서는 원어가 내포한 개념을 대표할 단어가 적당하지 않아 원

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릿은 학교, 결혼 및 직장 등 다양

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성공과 긍정적 적응과 관련된 변

인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또한 그릿은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을 통해 발달되며,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존중 및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녀의 

그릿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uckworth, 2016; 

Kang & Yang, 2019), 부모의 거부나 강요 또는 학대는 그릿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E. H. Kim & Kim, 2020; King et 

al., 2020). 또한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돌보고 협동하

는 친사회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ckworth, 2016; 

Lan, Marci, & Moscardino, 2019; Ryu & Yang, 2017). 그러므로 

그릿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또래관계와 그릿은 부

모의 양육행동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별적

인 매개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순차적(sequential) 매개역할

도 수행할 수 있다. 또래관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역할은 애

착이론 및 또래관계와 그릿 발달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가정된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또래와 같은 애

착대상은 개인이 목표 및 과업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서 심리적 안정의 기반(secure base)을 제공하므로(Armsden & 

Greenberg, 1987),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목표달성을 위한 노

력과 자기통제의 요인을 내포한 그릿 발달을 촉진한다(Jin, 

Wang, & Lan, 2019). 이러한 주장은 몇몇 연구(Han & Park, 

2018; Lan, 2019)를 통해 또래의 지지 및 또래에 대한 애착 수

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그릿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으로

써 지지되었다. 더욱이 그릿의 구성 요인인 자기통제 또는 목

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또래관계의 영향을 종단적 또는 

실험 연구 설계를 통해 탐색한 여러 연구들(King, Mc Laughlin, 

Silk, & Monahan, 2018; Mc Laughlin, Hatzenbuehler, & H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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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eldrum & Hay, 2012)을 통해 또래관계가 그릿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가 규명되었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인 또래관계는 이후의 자기통제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Mc Laughlin et al., 2009; Meldrum & Hay, 2012), 사전 · 사

후 실험을 통해 청소년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

한 경우 자기통제 수준이 향상된 반면 또래로부터 거부될 경

우 과업수행의 지속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King et 

al., 2018)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앞

서 언급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

치는 영향(Gorrese & Ruggieri, 2012; Llorca et al., 2017) 및 그릿

과 친사회성 간의 관계(Duckworth, 2016; Lan et al., 2019; Ryu 

& Yang, 2017)를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

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측된다.

지금까지 협동역량에 대한 부모, 또래 및 그릿의 영향을 살

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우선 청소년의 협

동역량 또는 친사회성, 대인관계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 

및 또래관계, 그릿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한 두 

가지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변인들의 독립적 또는 상대적 영

향력을 분석한 반면(e.g., Malonda, Llorca, Mesurado, Samper, & 

Mestre, 2019), 부모와 또래관계, 그릿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복합적인 경로를 규명한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

았다. 특히 협동역량의 경우 사회 집단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 및 타인의 행동과 정서 등에 대한 협력적 조절을 수반하

는 점에서 미시적 수준의 다른 대인관계역량과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협동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사회적 · 심리

적 변인들의 영향 경로를 탐색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협동역량에 초점을 둔 연구들(Gil & Yu, 2020; Jeon, 

2020)은 주로 아동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 및 개인내적 변

인(예: 그릿, 문제해결역량 등)의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협동역

량 함양이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대두되는 청소년기에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원화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

인 협동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환경 및 대인관계의 변화

가 크게 일어남으로써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과 협동이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대두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

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해 협동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된 3

개의 경로(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또래관계 → 협동역량,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그릿 → 협동역량,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또래관계 → 그릿 → 협동역량)를 규명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Carlo et al., 2007; S. Lee & 

Kwon, 2018; Yang et al., 2014)를 통해 친사회성 및 협동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부모의 애정 및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을 긍정적 양육행동의 구성 요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 및 그릿을 통해 중학생

의 협동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그릿을 매개로 중학생의 협동

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3.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와 그릿의 순차적 매

개를 통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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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Fa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 39 (    1.6)

High school graduation 753 (  31.0)
College graduation 491 (  20.2)
University graduation 899 (  37.0)
Graduate school graduation 249   (  10.2)
Totals 2,431 (100.0)

Mothers’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ess 60 (    2.4) 
High school graduation 883 (  35.6) 
College graduation 646 (  26.1) 
University graduation 757 (  30.5) 
Graduate school graduation 133 (    5.4) 
Totals 2,479 (100.0)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RW)

Less than 100 38 (    1.5)
100∼less than 300 340 (  13.3)
300∼less than 500 948 (  37.2)
500∼less than 700 728 (  28.5)
700∼less than 900 284 (  11.1)
More than 900 213 (    8.3)
Totals 2,551 (100.0)

Fathers’ occupation Manager 345 (  14.8)
Professional 512 (  21.9)
Office worker 458 (  19.6)
Service worker 243 (  10.4)
Sales worker 146 (    6.2)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 71 (    3.0)
Craft worker 229 (    9.8)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 198 (    8.5)
Elementary worker 63 (    2.7)
Others 73 (    3.1)
Totals 2,338 (100.0)

Mothers’ occupation Manager 82 (    4.5)
Professional 543 (  30.0)
Office worker 395 (  21.8)
Service worker 404 (  22.3)
Sales worker 164 (    9.1)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 37 (    2.0)
Craft worker 47 (    2.6)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 25 (    1.4)
Elementary worker 95 (    5.2)
Others 18 (    1.0)
Totals 1,810 (100.0)

Note. N =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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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청소년 패널 조사 2018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었다.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조사 2018은 2003년과 2010년

에 실시된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조사의 후속조사로, 2018

년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이 추출되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2018). 본 연구는 선정한 변인들에 대해 결측

치를 포함한 경우를 제외한 총 2,551명(남학생: 1,383명, 여학

생: 1,16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12.99세(SD = .13)이었으며, 인구

통계학적 배경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대상 아버

지와 어머니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가 각각 57.2%, 56.6%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500만원 

미만(37.2%)과 500-700만원 미만(28.5%)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문직(21.9%) 및 사무직(19.6%), 관리직

(14.8%) 종사자가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문직(30.0%) 및 

서비스직(22.3%), 사무직(21.8%) 종사자가 많았다.

연구도구

협동역량

본 연구대상의 협동역량은 T. Kim, Oh와 Lee (2015)가 개발한 

협동(14문항)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협동 척도는 다른 

집단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촉

진(6문항; 문항의 예: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

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비

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

는 팔로워십(3문항; 문항의 예: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

에 최선을 다한다.”), 집단 내 갈등상황을 바람직하게 해결하

기 위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고 협동하는 갈등문제해결(5문

항; 문항의 예: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

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모든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협동역량의 지표로 집단

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을 사용하였다. 협동 척도의 점

수범위는 집단촉진 하위요인의 경우 6-24점, 팔로워십 하위
요인의 경우 3-12점, 갈등문제해결 하위요인의 경우 5-2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

을 잘 수행하고 타인을 도우며,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

해 다른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협

동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으며, 

집단촉진 하위요인의 경우 .88, 팔로워십 하위요인의 경우 .82, 

갈등문제해결 하위요인의 경우 .88이었다.

긍정적 양육행동 

본 연구대상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T. Kim과 

Lee (2017)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척도는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진 3개의 하위요인, 

따스함(문항의 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다.”), 자율성 지지(문항의 예: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구조제공(문항의 예: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

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점 척도로, 모든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

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지표로 따

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

수범위는 모두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표현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 및 사회적 규범을 설명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긍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따스함 하위요인의 경우 .91, 자율성 지지 

하위요인의 경우 .88, 구조제공 하위요인의 경우 .80이었다.

또래관계

본 연구대상의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Bae, Hong과 Hyun 

(2015)이 개발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질 척도는 또래와 긍정적 관계 및 부정적 관계의 질을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관계 하위요인은 상호친

밀감,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8문항

(예: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관계 하위요인은 또래와 갈등과 대립, 또래관계의 일방적 주

도, 고립을 측정하는 5문항(예: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

는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부정적 관

계 하위요인에 한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

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또래관계의 지표로 긍정적 관계 하위

요인과 부정적 관계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또래관계 척도의 

점수범위는 긍정적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경우 8-32점, 부정적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경우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관계의 부정적 측면(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고립)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래관

계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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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관계 하위요인의 경우 .90, 부정적 관계 하위요인의 경

우 .74이었다.

그릿

본 연구대상의 그릿은 Duckworth와 Quinn (2009)이 개발한 

척도에 대해 H.-M. Kim과 Hwang (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릿 척도는 흥미유지(4문항; 문항의 예: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

다.”)와 노력지속(4문항; 문항의 예: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

낸다.”)을 측정하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점 척도로, 흥미유지에 속하는 4문항에 한해 역채점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그릿의 지표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흥미유지와 노
력지속 하위요인의 점수범위는 각각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고 노력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릿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1이었으며, 흥미유지 하위요인의 경우 .70, 

노력지속 하위요인의 경우 .64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및 AMOS 25.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통해 분석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과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

하였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래관계, 그릿, 협동역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한 간

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과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Comparative Fit 

Index (CFI), Normed Fit Index (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

델의 CFI 및 NF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일 경우 적합

한 수준을 의미한다(Yu, 2012). 특히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또래관계와 그릿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

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부트스트랩핑

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해 협동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간접적 경로에 대한 통계적 유

의도만 제시할 뿐 또래관계 및 그릿의 다중 매개경로 각각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사용하였다. 

팬텀변수는 모든 매개과정 각각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사용되며, 모델의 적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acho & 

Lederman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한 3개 경로(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또래관계 → 협동역량,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 → 그릿 → 협동역량,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또래관계 → 그릿 → 협동역량) 각각에 대해 팬텀변수를 사용

하여 이에 대한 부트스트랩핑을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연구변인 외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Chang & Chung, 2013; K. O. Choi, 2015)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교생활만족을 통제변수로 지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앞서 제시한 월평균 가구소득 문항을 

토대로 측정되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묻는 1문항(5점 척도)으로 측정되었다.

Results

예비분석

본 연구변인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래관계, 그릿, 협동

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 하위요인(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문항평

균은 3.06 (SD = .54)∼3.37 (SD = .57)로 가능한 점수(1−4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또래관계의 경우 

긍정적 또래관계 및 부정적 또래관계 하위요인 문항평균은 각

각 3.11 (SD = .53)과 3.15 (SD = .52)로 가능한 점수(1−4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그릿의 경우 흥미

유지 하위요인(M = 2.62, SD = .55)과 노력지속 하위요인(M = 

2.70, SD = .53) 문항평균은 중간 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

고 협동역량 하위요인들의 문항평균(4점 척도)은 2.90 (SD = 

.56)∼3.14 (SD = .57)로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이며, 집단촉진 문

항평균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다소 낮았다.

본 연구의 자료가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수행할 경우 요

구되는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

구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상성 기준(왜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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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값 < 2, 첨도 절대값 < 7; West, Finch, & Curran, 1995)을 충

족시켰다. 한편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협

동역량(.29 ≤ r ≤ .33, p < .01), 또래관계(.19 ≤ r ≤ .32, p < .01) 및 

그릿(.16 ≤ r ≤ .31, p < .01)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또래관계(.24 ≤ r ≤ .47, p < .01)와 그릿(.21 ≤ 

r ≤ .45, p < .01)은 각각 협동역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또한 또래관계와 그릿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12 

≤ r ≤ .30, p < .01)가 제시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한 간접적 영향

본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도구가 해당 잠재변인들

을 잘 측정하는지 알아본 결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χ2 = 274.079, df = 29, CFI = .976, NFI =.974, RM-

SEA = .058).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표준 요인부하량을 살펴

본 결과, 또래관계 척도 부정적 또래관계 하위요인과 그릿 척

도 흥미유지 하위요인에 속하는 몇몇 문항의 표준 요인부하량

이 .50 미만으로, 통계학자들(Yu, 2012)이 제시한 수렴타당도 

기준치(.5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비록 요인부하량 수치를 낮

추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측정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

나, 이러한 기준치는 권장 수치로 절대 수치가 아니며 문항 수

가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문항을 삭제할 경우 구성개념에 대

한 본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Yu, 2012). 특히 본 연구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이 속하는 그릿의 흥미유지 및 부정

적 또래관계 하위요인 문항 수가 많지 않으며, 해당 문항(“나

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

우고는 한다.”,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의 경우 표준 요

인부하량이 .50에 인접하며, 문항이 측정하는 잠재변인의 구

성개념에 필요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문제 1, 2에서 제시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과 또래관계 및 그릿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선 연구모델의 적합도(χ2 = 314.067, df = 44, CFI = .975, NFI = 

.971, RMSEA = .049)는 우수한 수준이었다. 또한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과 또래관계 및 그릿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협동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PW ―

2. PA .73** ―

3. PS .54** .53** ―

4. Peer_P .29** .32** .29** ―

5. Peer_N .26** .27** .19** .29** ―

6. Grit_I .19** .21** .16** .12** .30** ―

7. Grit_E .30** .31** .26** .30** .26** .32** ―

8. C_FC .29** .30** .30** .47** .24** .23** .43** ―

9. C_FO .31** .32** .32** .43** .26** .21** .43** .69** ―

10. C_C .32** .33** .33** .46** .27** .22** .45** .76** .74** ―

M 3.37 3.35 3.06 3.11 3.15 2.62 2.70 2.90 3.14 3.02
SD  .57  .58  .54  .53  .52  .55  .53  .56  .57  .56
Skewness -.53 -.54 -.28 -.36 -.43  .22 -.00 -.12 -.33 -.24
Kurtosis -.15 -.12  .73  .94  .80  .21  .38  .35  .53  .66
Note. N = 2,551. 1 = PW: warmth (positive parenting); 2 = PA: autonomy support (positive parenting); 3 = PS: structure (positive parenting); 
4 = Peer_P: positive peer relationships; 5 = Peer_N: negative peer relationships; 6 = Grit_I: consistency of interest; 7 = Grit_E: perseverance 
of effort; 8 = C_FC: group facilitation (cooperative competence); 9 = C_FO: followership (cooperative competence); 10 = C_C: conflict 
resolution (cooperative competence).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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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반면(연구문제 1),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부모의 긍

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 및 그릿을 통해 협동역량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3개의 경로가 발견되었다. 우선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β = .49, p < .001)에, 또래관계는 협동

역량(β = .68,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협동역량

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제시되었다. 둘째, 부모의 긍

정적 양육행동은 그릿(β = .17, p < .001)에, 그릿은 협동역량(β 

= .30,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이 그릿을 통해 협동역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보

Table 3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s B  β SE CR
Positive parenting → Cooperative competence -.10 -.07 .06 -1.76
Positive parenting → Peer relationships .51 .49*** .03 15.77
Positive parenting → Grit .12 .17*** .03 4.07
Peer relationships → Cooperative competence .96 .68*** .12 8.03
Grit → Cooperative competence .66 .30*** .11 6.24
Peer relationships → Grit .36 .54*** .04 8.94
Note. N = 2,551.
***p < .001.

Figure 2. Standardized coeffi  cients in the structural model.

N = 2,551.
***p < .001.

Table 4
Statistical Signifi cance of Indirect Paths

Indirect paths B

Positive parenting → Peer relationships → Cooperative competence .41*

Positive parenting → Grit → Cooperative  competence .09*

Positive parenting → Peer relationships → Grit → Cooperative  competence  .11**
Note. N = 2,55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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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β = .49,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또래관계는 그릿에 

정적인 영향(β = .54, p < .001)을, 그리고 그릿은 협동역량에 

정적인 영향(β = .30, p < .001)을 미침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양

육행동이 또래관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협동역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발견되었다.

이어서, 이상에서 언급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

계와 그릿을 통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간접적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를 부트스트랩핑 절차를 적용하여 알아

본 결과,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60, p < .05). 따라서 전

반적인 간접적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가 보고됨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관

계와 그릿의 개별적 · 순차적 매개경로를 팬텀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보고되어 있다. 그 결과,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의 매개를 통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그릿의 매개를 통해 협

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

관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조사 2018 자료를 사용하

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한 간접적 영향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및 그릿, 협동역량 간에는 정적인 관

계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정 및 관심,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Gorrese & 

Ruggieri, 2012; Llorca et al., 2017),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존중 및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그릿 및 협동역량 발

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Carlo et al., 2007; 

Duckworth, 2016; Kang & Yang, 2019; S. Lee & Kwon, 2018; 

Yang et al.,  2014)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

구 결과, 또래관계와 그릿은 협동역량과, 그리고 또래관계는 

그릿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이 

강화되며(H.-L. Kim et al., 2011; Schoeps et al., 2020), 그릿 수

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고(Lan et al., 2019; Ryu 

& Yang, 2017), 또래관계와 그릿 간에 정적인 관계(Han & Park, 

2018; Lan, 2019)를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가정된 연구모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

델 분석 결과, 부모 양육행동이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은 지지되지 않은 반면 또래관계와 그릿을 통한 간접적 영

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완전 매개모델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행동이 또래관

계와 청소년의 개인적 속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한 Vitaro, Tremblay, Kerr, Pagani와  Bukowski (1997)의 주

장을 지지한다. 반면 이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조사 2018에 참여한 4학년 아동의 자료를 분석하

여, 부모의 구조제공이 자녀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과 그릿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보고한 Jeon (2020)의 연구 결

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두 연구의 연구

대상 및 양육행동 지표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부모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교육 및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정과 태

도를 토대로 형성된 정서적 교류를 통해 발생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즉, 부모가 자녀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협동심을 포함한 친사회성 발달에 가치를 부여하여 직

접적으로 교육 또는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이 됨으로써 이루어

지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

성된 심리 · 사회적 속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된다. 아동기

는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협동역량에 대한 직접적 지도와 모델로서 

부모의 영향은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청

소년기에 비해 아동기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

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지표로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을 사용한 반면 Jeon (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와 구조제공을 2개의 잠재변인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긍정

적 양육행동의 측정치로,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요인

을 사용한 본 연구와 달리 Jeon (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구

조제공 요인에 한해서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그

릿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모두 보고되었다. 이러한 Jeon (2020)

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 행동에 대한 지도와 친사회성과 같

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구조제공 요인이 자녀

의 자율성 지지 및 따스함과 같은 전반적인 양육태도와 정서

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인에 비해 부모의 권위 및 의존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아동기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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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제시된 점은 부모

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및 또래관계와 협동역량 간의 관계

를 규명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즉, 부

모 양육행동이 긍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자녀는 이러한 관계

의 요소를 또래관계에 전이시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한다(Bowlby, 1982; Gorrese & Ruggieri, 2012). 더욱이 또래

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학교생

활적응에 필요한 도구적 ·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고, 또래관계

를 통해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학습하며(H.-

L. Kim et al., 2011), 집단 과제상황에서 또래와 함께 공동의 목

표를 위해 자신 및 타 구성원의 행동을 지지하고 조절하며 협

력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협동역량이 강화된다(Panadero 

& Järvelä, 2015). 또한 청소년은 자신과 유사한 행동성향과 가

치관을 보이는 또래를 친구로 선택하는 호모필리 성향으로 인

해 긍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을 통해 친사회적 성향을 가질 경

우 자신과 유사한 행동 성향을 가진 또래를 선택하여 교류함

으로써 친사회성이 강화될 수 있다(Goodwin et al., 2012; Shin, 

2017).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협동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이 학교 내 대인관계와 학습활동 적응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H.-J. 

Kim과 Hong (2015)의 연구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그릿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

동과 협동역량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릿과 관련

된 양육행동 및 협동역량의 속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

구의 긍정적 부모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율

성 지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자녀가 스트레스 직면 시,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며, 높은 자기통제 및 

성취동기, 성실성과 관련된다(Howard, Nicholson, & Chesnut, 

2019). 따라서 그릿은 자기통제 및 성실성과 유사한 구인이므

로(Duckworth et al., 2007),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

을수록 그릿 발달을 조장하게 된다. 또한 협동역량은 속성상 

그릿의 구성 요인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목표달성

을 위한 노력 및 성실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고려해 볼 때

(Jeon, 2020),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그릿을 통해 협동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설명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또래

관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과정을 통해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가 지지되었다. 중학교에서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은 목표를 동반한 소집단 협동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은 

주로 동일 연령의 또래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

록 또래는 협동에 대한 모델이 되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경

우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적 조절 기

능을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

성할수록 또래는 협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계(scaffolding) 

역할을 수행하여 목표에 대한 흥미유지와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된 그릿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King et al., 

2018; Lan, 2019; Panadero & Järvelä, 2015), 궁극적으로 청소년

의 협동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협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학교교육의 방

향이 제시된다. 우선 청소년의 협동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와 그릿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긍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활성

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다른 교육환경 및 대인관

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중학교 1학년 자녀의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학교 또는 지역사회기관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 

및 그릿 발달에 초점을 맞춘 초 · 중 전환기 부모교육이 적극

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의 부모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로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 중점을 두어 중학교 시기의 자

녀의 사회성 발달 관련 부모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시 되어져 

왔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의 자녀의 협동역량 및 또래관계, 그

릿 발달과 관련된 부모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그릿 및 

협동역량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 또래와 함께 하는 협동학습 형

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또는 미시적 대인관계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및 개인 변

인의 영향을 규명한 것과 달리 사회 집단에서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동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와 그릿이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경로를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협동역량이 다른 대인관계

역량과 달리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 및 타인의 행동과 

정서, 사고 등에 대한 협력적 조절과정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

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 및 자기통제와 관련된 구인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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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의 영향력을 살펴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학업적 · 직업적 성취에 대한 그릿의 영향을 제

시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또래관계와 그릿의 관련성을 경험

적으로 입증한 점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협동역량에 초점을 맞

추어 부모 및 또래관계, 그릿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연

구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회 집단에서 발현되는 또 다

른 역량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

의 영향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

단적 연구 설계에 기반하므로, 향후 부모의 양육행동이 시간

에 따라 또래관계 및 그릿,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더욱이 협동역량은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Blair & Perry, 2019), 두 변인 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

한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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