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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백 은 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성봉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

정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

인인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해 확인하였다. 또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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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

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압력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

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면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

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원만한 학교생활 그리고 교사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갖느냐가 학교생활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친구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부모들과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학업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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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과 기술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

하는 시기이며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해 많은 적응적·발달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한민지, 2017). 청소년 시기 중 중학교 시기는 부모와 갈등이 심해

지고 대화 등이 소원해져 여러 가지 부적응적 일탈 행동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정택용, 2015).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교육부가 서영교 국회위원에게 제출한 ‘초‧중‧고등학생 학교급

별 학업중단학생 분석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최근 3년간(2016∼2018) 학

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5,259명이었다. 이중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학업·학

교규칙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

히 7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한국교육신문, 2019.

09. 30).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학교

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요인들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학교생

활 적응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학교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의 계발을 통해 가정 학교 사

회에 잘 적응해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다(서정혜,

2009).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성

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가정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보미, 2017).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문은식, 2005 ; 민하

영, 권기남, 2004 재인용),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 원만한 대인관계, 학업성

적 향상, 바람직한 행동특성 함양뿐 아니라 전체적인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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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2005). 특히 중학교에 입학해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의 여부

가 청소년기는 물론 그 이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경아, 정현희, 1998).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환경 변인(박영미, 2005; 이지영, 2008)과 함께 자

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내적 변인 등(박연주, 2010; 이미경, 2004)이 있다. 이

중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가장 최초로 접하는 근원적인 사회 환경이라 할 수 있

으며, 그 가정환경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임수

경, 이형실, 2007). 반두라(Bandura, 1977)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최초의 사회 문

화적 환경 요인으로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지선, 2007). 특히 양육태도

중 1등 우선 입시위주의 경쟁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로 인하여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우수한 결과

를 요구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성취뿐 아니라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박지영, 2007).

현재 우리나라의 학력 중시 풍토와 입시 위주의 교육은 부모들의 불안감을 자

극한다. 수시입학 정시입학 등 다양화된 입시로 인해 물론 대학진학에 변화가 있

지만 아직도 수학능력시험은 해마다 이슈화되고 있을 정도다(홍태연, 2018).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적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구

조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높은 학업성취

를 기대하며 사교육을 통해 장시간 교육환경에 노출 시킨다. 2020년 청소년통계

를 보면 2019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보다 2.0%포인

트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3.5%)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71.4%, 고

등학교 61.0% 였다.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9만원, 초등학

생 34.7만원, 중학생 47.4만원, 고등학교 59.9만원을 지불했다(통계청, 2020).

특히 중학교 시기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

한 부모의 학업에 관한 압력이 높아져 학업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다(김광현,

2011; 이선미, 2019). 학업성취를 위한 높은 사교육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부적응적 일탈 행동 등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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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낳고 있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남보다 앞선 학업성취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건 어른들의 가치를 내면화한 청소년들은 성적에 따라 스

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거나 혹은 자신의 미래를 예상해 보고 예상보다 성적이 부

진하면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 가정 학

교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취에 대한 압력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김은혜, 2017).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하락세로

2020년 청소년통계를 보면 2018년보다 감소한 76.5%로 나타났다(네이버, 뉴시스,

2020년 4월27일자). 또 청소년 사망원인 1위도 8년째 자살로 나타났으며 2019년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네이버 서울경제 , 2020. 04.

27).

성취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부모에게 자녀교육에 지나친 투자를 가용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성취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선미,

2019).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속적인 학업성취압력을 보이는데(김의철, 박영신,

2008) 이는 부모가 학업성취에 관한 양육태도적 관점에서 학업성취압력을 본 것

이라 할 수 있다(조미학, 2011). 또 자녀의 성공결과를 부모의 양육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하여, 자녀의 자아개념, 자아 정

체감 등 인성 형성보다 장래 성공과 결부되는 학업성취 정도를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자녀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노정림, 2006). 이러한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일관적인 압력수준이나 기대심

리를 학업성취압력(academic achievement pressures)이라 한다(오정희, 2012). 학

업성취를 위한 압력이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성취동기

는 촉진 또는 저해되므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학업자아 및 부모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영철, 2003). Murray(1962)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교육적 관심, 성취기대 및 역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녀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나 소질 이상의 높은 기대나 압력을 받는다고 지각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촉진 또는 장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기 ·흥미 ·태도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수자, 1996,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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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김다솜,

2013; 박서정, 2013; 조미학, 2011; 홍태연, 2017), 성취동기(채슬기, 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황상미, 정현희 2012)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조미

학(2011)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감소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능

력, 친구적응, 학습적응, 규칙적응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 등에 관한 연구에서 이선미(2019)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압력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심리·신체적 적응에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되고 있다(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정택용, 2015).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심리적 독립의 욕구가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로(정택용, 2015),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김다솜,

2013; 박지영, 2007).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이나 학업,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도 적응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바라는

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행동들을 한다(이미라, 2000).

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하여 자녀의 정서적 불안, 원만치 않는 사회적 관

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홍은자, 2002). 그 결과 학업성취도가 저하

되거나 교사나 또래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이렇게 부적응적인 모습이 발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까

이에 있는 가족 교사 또래 등의 도움을 말하는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를 통

해 찾아보고자 한다.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특

히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Dubow & Tisak,

1989; Pintrich, 2001),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청

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박영란, 2016; 이상영, 2016; 이숙재, 2010; 이은경, 2012; 이현미, 2014;

한창훈, 2013; Ryan, Stiller, & Lynch, 1994).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에 당

면했을 때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정서적 물리적 지원 등 긍정적 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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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적응 및 삶의 만족에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 친구, 교사로

부터 얻게 되는 사랑, 수용, 안정감 등의 긍정적 경험과 지지는 아동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송현심, 성승연, 2015). 또한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정종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성취

압력과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사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자

녀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김유진, 김종운, 2013)과 부모,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사회적 지지원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학교적응력이 높다(구자은, 2000; 김승

미, 1998; 신혜정, 2005; 이수경, 2004)는 연구결과들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변인에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고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중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을 줄이고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리라 예상한다. 또 사회적 지지원 즉 친구, 교사, 부모가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심가져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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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효

과가 있는가?

가 설 1.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

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

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학업성취압력

교육학 용어사전(2011)에는 학업성취압력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학업성취를 목

적으로 기대수준을 높이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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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으로 쓰여 있다(박

영란, 201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자녀의 학업 활동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능력을 평가

하고, 그 성취에 대한 정의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압력이다(홍은자,

2002). 본 연구에서는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 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성

취압력검사를 재구성한 강영철(2003)의 부모 학업성취압력 측정 도구를 선택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지각하는 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 교사, 학교생활 등의 관계가 조화롭

게 유지되고,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하혁, 박제

원, 박종률, 2017). 본 연구에서는 이규미(2005)가 개발하고 이규미와 김명식

(2008)이 수정 보완한 학교생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이 학교생

활을 잘한다는 것은 또래, 교사, 학교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다. 사회적 지지

Cobb(1976)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고 자신이 존중받

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의무를 다하는 사회관계에 소속되어 있

음을 믿게 해주는 정보로서 위기가 발생할 때 적응을 촉진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화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

구, 이웃, 기타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로 정의하고 중학생

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성영혜(1993), 윤혜경(1993), 김명숙

(1996) 등의 척도를 참고하여 1996년에 한미현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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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학업성취압력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과 내적 요인, 부모의 관심과 기대

와 같은 외적 요인 및 환경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 그중에서 외적 요인 및 환경

적 요인의 작용은 압력으로 풀이된다(권예지, 2017). 성취와 관련한 압력의 개념

을 살펴보면, Murray(1938)는 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은 인간이 행동하는 데

외부적 조정자 역할을, 내적 요인은 행동의 내부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또 인간의 행동은 이 두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Stern(1962)에 의하면 압력이란 개인들의 집합이 그들의 상호 대인 관계적 처

리장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행동의 위계적 분류 체제라고 정의하고 두 사람 사

이의 관계가 특수한 경우 한 쪽의 욕구가 상대방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압력으

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Wolf(1964)는 부모의 성취동기에 대한 압력은 아동의

지적 포부의 성질, 지적 기대의 성질, 지적 발달에 대한 보상의 성질, 지적 발달

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 4개의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동에게 특수한 목표를 지적해 주고 경쟁 상태에 몰아넣고 아동 능력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정의적 보상을 주는 행동을 성취압력(이홍우, 오만석, 1973)이라 하

고, 정원식(1982)은 욕구와 압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서로 상호작용적인 것

은 아니라 성취동기와 성취압력이 높은 환경에서 개인의 성취적 행동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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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가 상대방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

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욕구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압력으로 지각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선미, 2019). 또한 부모가 설정하는 보상의 수준과 기대하

고 바라는 욕구가 아동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아동이 성취목표를 세우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성취압력이라고 하였다(강영철, 2003). 성취압력은 자녀

의 발달단계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양육행동보다 비교적 사회문화적 맥

락과 특히 한국 교육의 구조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

라의 부모들이 자녀에 기대하는 주요한 성취압력은 학업에 관한 성취압력이다

(정소희, 양성은, 2011).

연구자별로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정의도 다소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학업성취압력이란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학업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취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기대 목표를 책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보

상받는 것을 학생이 지각하는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업과 관련한 부모의 관여가 높은 수준이며 학업성취를 통한 성

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교육에 부모의

희생과 교육투자는 자녀에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성취압력으로 작용

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학업성취압력은 교육열이라고 하여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능력이나 흥미를 무시하고, 입시 위주의 공

부를 강요하며 경쟁하도록 부추겨 결국 자녀의 학업성취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한보름, 2011).

교육학 용어사전(2001)은 ‘학업성취압력이란 학습자에게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이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

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업

성취와 관련된 압력 혹은 자녀의 일상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 업무

수행의 과업달성을 요구하는 압력 등으로 홍은자(2002)는 정의를 하였고, 최해수

(2001)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양육태도의 한 개념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

는 교육적인 관심이나 성취기대를 뜻한다고 하였으며 그 요인으로 학업성취, 석

차, 시험준비, 과제 변인, 가정학습 등을 제시했다.

학업성취압력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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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의 성취지향적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성취에 대

해 압력을 애정적으로 느껴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박영신, 김의철, 2008 재인용). 또한 박수자(1996)는 부모 학업성취압력의 개념

을 자녀에게 보이는 부모의 교육적 관심 또는 압력 수준, 학습에 대한 요구와 관

심의 정도, 기대수준 정도 등으로 정의하면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의 자

녀에 대한 관심도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통제를 관심표현과

애정으로 인식하면 자녀에게 행동 태도 가치관 동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의철, 박영신, 정갑숙, 2004).

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러한 학습에 대한 기대는 압력으로 느껴

심리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능력 이상

의 높은 기대를 받으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부응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한 걱정 등으로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할

수 있다. 류연자(1995)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스트레

스가 높다고 보고했고, 이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한 걱정을 발생시킨

다고 했다. 또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낮추고 스트레스는 높

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연자, 1995, 홍은자, 200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이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있어 낮은 자아개념형성(임종석, 2000), 학습된 무

기력(손낙주, 1997), 학교 부적응(정지선, 2007), 불안, 정신건강, 교우 관계(박재

현, 2003), 학업 스트레스(김연정, 2018), 학업소진(박은경, 2017: 설점숙, 2018), 학

업 지연 행동(안혜연, 2018), 시험불안(박지연, 2018: 심재준, 2017) 등 학업과 학

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커

질수록 수행접근 및 수행 회피 성취목표를 높여 시험불안이 증가하며(오지은, 추

상엽, 임성문, 2009), 학생의 부적응 행동 유발의 원인(김종서, 1983)이 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아지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학업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며(조한나, 2011; 최경숙, 2007), 자기 결정성 동기를 약화시키고

(김신아, 오인수 2014), 자녀의 정서적 불안, 원만치 않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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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신건강(홍은자, 2002)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 보다는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크게 인지할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나아가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자녀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최신

아, 2010).

2. 학교생활 적응

Shaffer(1999)는 적응이란 환경과 개인의 전체적인 요구를 살피고 조화시킴으

로써 보다 많은 만족을 가져오게 하며, 사회의 규범에 합치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예승, 2004, 재인용). 즉 적응이란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

며, 심리학적인 욕구 해소 과정으로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

려는 노력이 포함된 과정(유윤희, 1994)이며 개체와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

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

으로 단순히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환경을 조건

에 맞게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이경숙, 2006).

이와 같이 적응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이자 환경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의미(김성호, 2016)하며 청소

년이 발달 단계상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부정적인 환경 요소들과

자신의 실제 욕구와의 관계에서 충돌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과업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보람, 2008). 따라서 적응

이란 주변환경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적응을 잘하면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응과정에서 개인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좌절, 불만족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정은이, 박용한, 2009).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가정, 학교, 사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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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 한다. 현대사

회처럼 지식, 정보, 가치관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청소년

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이

교과, 특별, 재량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교에서 비교육적 영향도 넓은 의미

에서 학교생활에 포함된다(송남선, 조옥귀, 2005).

안용복(1984)은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성적

이 올라가며 바람직한 행동특성이 조성되어 개인의 발달은 물론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대해 높고 낮음

을 따지는 문제는 학교생활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전연이, 2006). 학교생활 적응이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보미(2016)는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총체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욕

구를 바람직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며 더 나아가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

교를 제외하고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그 비중을 더욱 크게 한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의 교우 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등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뜻한다(이호선, 2001). 학교

생활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과 더불어 교육 성과가 나타나는 것

(임정순, 1993)으로,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학생 개인의 삶뿐 아니라 청년기, 성

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백혜정, 2007). 특히 친구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가 친화적이고 신

뢰로우며 격려하는 허용적 분위기일 때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학업성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명선, 2014).

최보람(2008)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게 되는 교육적 영향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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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비교육적 영향까지 포함해 잘 수용하고 학교 교사, 학교환경, 학교공

부, 학교 친구, 학교생활 등의 영역에서 성취동기를 갖고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

으로 해결하고 타인들과도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해 이를 바탕으로 만족감을 느

끼고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보았다. 특히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중학교 시기의 경우 학교에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생활 적응은 무엇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중

요한 과제이다(지복희, 2011)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교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고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로 파악해야 한다(한영숙, 2005).

따라서 청소년기에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

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 내적 특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의 성별, 연령,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김혜진, 2016; 신

진희, 2005; 전연이, 2006; 지복희, 2011), 학습 동기, 자기효능감(김용래, 1993; 문

은식, 2002), 자아탄력성, 자아통제(이승미, 2016; 최진성, 2016) 등의 변인 연구가

있었다. 또 사회 환경적 특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연구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모의 경제적 지위 학력 가족구조 또래 관계 교사 관계

사회적 지지(이보미, 2016; 이인숙, 2008; 최진성, 2016) 등의 변인을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심리. 정신적 문제행동이나 학교생활 적응간의 연구들은 우울 불안 과

잉행동 강박 스트레스 외톨이 성향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변인들의 연구(김미

옥, 2003; 원경숙, 2018; 이인숙, 2008; 전연이, 2006, 최은주, 2017)가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학교생활 적응은 친구 관계, 교사 관계, 학

교 수업, 학교규칙과 같은 학교생활 경험 중 자신이 접한 교육환경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생활의 환경에 자연

스레 수용되는 것(신진희, 2005; 안영복, 1984; 지복희,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중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성취압력을 또래 교사

가족 특히 부모의 도움으로 적절하게 잘 절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해 만족을 느

끼는 상태로 보고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이용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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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적응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핵심 요인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충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주는 속성을 내포한 용

어로써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통칭 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의미(Cohen & Hoberman, 1983)하며, Kaplan과 Corc(1977)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돌봐주고, 사랑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존재하거나 도

움을 받을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관점에서 접근한 Cobb(1976)

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믿고, 상호 의사소통과 책임

을 갖는 그룹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등을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

함하고 있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인 관심, 도구적 도움, 칭찬,

정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인 행위로 보았다. 

이종원(2014)은 한 개인의 인적, 물적, 주위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자원

이라고 사회적 지지를 정의했으며,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광의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다. 박지원(1985)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기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

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가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와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

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에 대한 지각 정

도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 받은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조명실, 2006). 또한 임경임(2012)은 개인

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감정적, 행동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는 긍정적 자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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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적인 사회적 접촉을 덜 가진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Wills, 1985). 김우석(2009)의 연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높

게 지각하는 사람을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진효정(2012)은 아동이 지각한 사회

적 지지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지지는 환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지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지지원은 부모, 교사, 또래(친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최선아, 2011; 황명

수, 정은희, 2008).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를 통해 수용, 사랑, 안전의 느낌을 받는

다(김지원, 2016). 부모의 지지는 학교적응도를 높여 우울이 감소하고 학교생활에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박정현, 2013; 전다정, 2012). 또한 청소년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 성인인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생들의 학습의욕, 태도, 목적의

식이 높아지고 부모의 감독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의 지

지수준이 매개해 학생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 못지않게 교사의 영향력도 중요

하다(박진옥, 2008; 손진영, 2016)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친밀감, 안정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 자원을 친

구지지라고 한다(윤경희, 2017).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가

능성이 낮아지고, 친구들의 지지를 크게 지각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으로 성숙하며 자아정체감을 높게 인식한다(구자민, 2015; 황윤경, 1995).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위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부모, 교사, 친구들의 지지가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

향이 미치는지 검토하고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게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성장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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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업성취압력은 부모의 양육 태도로 자녀는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통제

를 자신에 대한 관심표현과 애정으로 인식하고 태도, 동기, 가치관, 행동 등에 영

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김유진, 2010).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며 부모의 이러한 관

심과 기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압력으로 받아들여 부적응의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미학, 2011). 따라서 부모의 이러한 학업성취압

력을 자녀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김유진, 김종운,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지선(2007)은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원만하지 않은 또래 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학업성취

압력이 높을수록 학교 수업 및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과도한 부모의 기대나 요구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어 학교나 사회에

서 품행장애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은숙, 1995).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다솜(2013)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이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사회 환경

적 변인 중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간의 관계를 밝히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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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 등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과 안녕에 도움을 주는 반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수록 심

리적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백경애, 1997; Cohen & Wills, 1985;

Mitchell, 1983). 또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

지 못하면 교사와 학생, 또래들 간 인간관계, 학업성적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겪을 확률이 커진다(장정임, 김성봉, 2015).

청소년은 부모와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숙, 고미선, 2007; 박병기, 임선일, 2010; 이숙정, 2006; 정병삼,

2012).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며 그중 가족 지지를 많

이 받은 학생이 성적이 높으며(최선아, 2011), 가족 중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은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박영신 등, 2004; 임미향 등 , 2006). 하지만 부모의 지

나친 학교생활 혹은 학업, 또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이경희(2016)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정종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중학생의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적 도움으로 통해야 만이 의미가

있음을 말한다.

이선미(2019)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와 학업성취압력

과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인식하면 부정적 정

서가 발생해 심리적 안녕감을 낮게 인식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학업성취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긍정 정서를 촉진하여 학업성취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에서 부모, 교사, 또래 등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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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기 특히 중학교 때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과 기술에 있어서 급변

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많은 적응적 발달적 어려움을 겪는다(한민지,

2017). 이화진(201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

을 때 주변의 지지와 지지에 대한 지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생활스트

레스를 경험할 때 적극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는 학생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비, 최

보영, 조한익, 2006).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영란, 2016;

이상영, 2016; 이숙재, 2010; 이은경, 2012; 이현미, 2014; 한창훈, 2013; Ryan,

Stiller, & Lynch, 1994).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Meenus(1994)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고,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

은 친구들의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고, 청소년들이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구자은, 2000; 노진하, 2007; 박금화, 2006; 임유진, 2001). 또래 친구

의 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감과 유능감 및 지도력이 더 높게 나타

나고(윤정진, 정옥분, 1997), 비행과 과잉활동 등의 부적응적 행동은 적게 나타난

다(윤혜미, 류나미, 2007)는 연구가 있다.

또 Ginter와 Primavera(1982)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이 그

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Holahan, Valentiner와

Moos(1995)는 부모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부모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들

보다 학교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보고했다. 긍정적인 형제 ․

자매 관계는 또래 간의 우정을 향상하도록 돕고 또래 공격성 및 또래 간의 거부

위험을 줄여 주며,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 학교에서의 유능성과 적응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 Teng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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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보호하는 역할

을 하며(Dumont & Provost, 1999), 긍정적인 교사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심리

적 우울을 적게 느끼는(Dubois, Eitel, & Felner, 1992) 등 교사지지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김명숙, 1994; 김승미, 1998; 김지혜, 1998; Feiring

& Lewis, 1987;), 학교생활 적응뿐 아니라 청소년 적응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lecki & Demaray, 2003).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 관계는 친구들의 지

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에는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며

학교규칙준수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

라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지은, 2006).

이에 사회적 지지는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 지지, 가족(부모) 지지, 교사 지지를 포함

한 사회적 지지와 제주 도내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다고 느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최신아,

2010; 홍은자, 200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시험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의 어려움 등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한다(오아름, 2017).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

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택용(2015)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적, 자율적, 성취적일 때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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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지지는 개인의 심리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

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은희, 조윤자, 2008). 중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회

적 지지원에는 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최선아, 2011, 정은희, 황명수, 2008). 친구, 가족,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를 통해 얻게 되는 친밀감과 소속감은 개인의 정서

적인 안정과 함께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외로

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옥수, 백성희, 김계하, 2003).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와 교우 관계에 정서적 지지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안정

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성취압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

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압력을 줄여

주는 것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환경이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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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제주도내에 위치한 4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도내 중학생에게 설문

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

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

문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450부를 배부하여 427부 회수하였고 이

중 일괄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99부를 제외하고 총 328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28)

표 Ⅲ-1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성별

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 149명(45.4%), 여학생 179명(54.6%)로 여학생이 더 많았

고, 학년에 따른 분포로는 1학년은 111명(33.8%)과 2학년은 98명(29.9%), 3학년

119명(36.3%)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여

149

179

45.4

54.6

학 년

1

2

3

111

98

119

33.8

29.9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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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학업성취압력 척도

를, 종속변인에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매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학업성취압력 척도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성취압력검사를 재구성

한 강영철(2003)의 부모 학업성취압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으로

는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와 같이

공부나 성적 등을 중요시하는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님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제한하시는 편이다’와 같이 공부 이외의 시간을 통제하는 경향성 등이 포함돼 있

다. 설문지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문항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성취압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영철(2003)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표 Ⅲ-2 학업성취압력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나. 학교생활 적응 척도

이규미(2005)가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한 것을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기존

이규미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5점에서 4점으로 변경한 후 내용을 수정 및 보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학업성취압력 1∼15 1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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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해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학

교 공부 8문항, 학교 친구 10문항, 학교 교사 10문항, 학교 생활 10문항으로 총 4

개의 요인으로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

도 계수는 .94이다.

표 Ⅲ-3 학교생활 적응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다.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Dabow와 Ulman(1988)이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와

Hoberman(1988)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tuation List), 그

리고 Lemper와 동료들(1989)의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번안하고, 성영혜

(1993), 윤혜경(1993), 김명숙(1996) 등의 척도를 참고하여 1996년에 한미현이 개

발한 척도로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친구지지, 가족지

지, 교사지지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측정된다.

측정 도구의 전체 문항 중 역채점 문항은 2, 9, 19, 20번이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친구지지 .94, 부모지지 .94, 교사지지 .92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이

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학교 공부

학교 친구

학교 교사

학교 생활

1 ∼ 8

9 ∼ 18

19 ∼ 28

29 ∼ 38

8

10

10

10

.83

.91

.90

.89

전체 3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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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사회적 지지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역채점 문항: 2, 9, 19, 2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에 미치

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했

고,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

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3단계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해 매개 효과 검증을 했다.

다섯째,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친구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1∼8

9∼16

17∼24

8

8

8

.94

.94

.92

전체 2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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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를 산출하였다.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Ⅳ-1과 같다.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성취압력이 2.33(SD=.90)이었으며 사회적 지

지의 평균은 3.97(SD=.58)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은 3.08(SD=.41)로

나타났다. 왜도가 2미만이고 첨도가 7미만이면 정상분포 자료로 간주할 수 있는

데(Curran, West, Finch, 1996) 본 연구에서 변인들이 왜도 절대값이 .06에서 .50

을 보이고 첨도가 -.05에서 -.45로 나타났으므로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Ⅳ-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N=328)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학업성취압력 2.33 .90 .50 -.45

사회적 지지 3.97 .58 -.43 -.05

학교생활적응 3.08 .41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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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Ⅳ-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과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업성취압력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상관(r=-.30, p<.01)을, 학교생활 적응

과도 부적상관(r=-.16, p<.01)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은 사회적 지지

와 정적상관(r=.72, p<.01)을 보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Ⅳ-2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N=328)

**p<.01

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검증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학교 공부, 학교 친

구, 학교 교사,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부모

지지, 교사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Ⅳ-3에 제시하였다. 또 사회적 지

지의 매개 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투

입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독립변수로, 학교생활 적응

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학업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

학업성취압력 1

학교생활적응 -.16** 1

사회적 지지 -.30** .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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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압력을 통제하고 난 후에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

해 학업성취압력,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Ⅳ-3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검증
(N=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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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Ⅳ-3에

나타난 바와 같다.

B SE β t R2
수정된

R2
F

1
단
계

학업성취압력

→ 사회적 지지
-.19 .03 -.30 -5.68*** .09 .09 32.31***

2
단
계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적응
-.07 .03 -.16 -2.83** .02 .02 7.99**

3
단
계

학업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03 .02 .07 1.68

.72 .52 338.64***

.53 .03 .74 18.40***

Sobel’s test Z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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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전 매개 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넣고 종속변수에 사회적 지지를

넣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β=-.30, p<.001)하였으며, 2단계

에서 독립변수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종속변수에 학교생활 적응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β=-.16, p<.01)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독립변

수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 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에서는 -.16이었으나 3

단계에서는 .07로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유의미하지 않았

으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β=.74,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

지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complete

mediation)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을 통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Sobel test의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

하다고 판단하므로 본연구에서 Z값이 –5.42(p<0.001)로 –1.96보다 작으므로 통

계적으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완전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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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부모 학업성취 압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

모 학업성취 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

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이경희(2016)의 연구결과와 일

부 일치한다. 즉 학생이 학업성취압력이 높다고 느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다솜(2013)의 연구에서 학업성취압력

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 인식할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박영란, 2016; 이상영, 2016; 이숙재, 2010; 이은경, 2012; 이현미, 2014;

한창훈,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방수산(2008)의 초등학생대상 연구와 안

지영(2015)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간의

통계적 유의한 상관관계와도 일치한다. 이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선행연구들(권아현, 2013; 김경희, 2015;

손진영, 2016; 안지영, 2015; 이오헌, 2015; 이은경, 2012; 조은정, 2013; 한창훈,

2013; Dubois, Eitel, & Felner, 1994; Kurdek, Fine, & Sinclair, 1985)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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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압력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다솜(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부모의 학

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면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압력은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때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학업

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

다. 부모, 교사, 친구(또래)들의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압력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족한 심리적인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김보나(2018)의 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하며,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고(심야성, 2017), 친구지

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할 수 있게 된다(장암미, 2014). 부모의 애

정, 관심 등의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선미, 2019), 자극추구 기질, 인내력 기질과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이 청소

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최아라,

2017)와도 일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학업성취압력

의 부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중학생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보다 부모 교사 또

래들의 지지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학교생활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부모들의 학업성취압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긍정적 지지,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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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사회적 지지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

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사제동행, 사랑의 끈 잇기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들에 교사 부모 또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는 것을 토대로 학교 내에 부모, 또래, 교사 등 사회적 지지와 관련 학

생 맞춤형 도움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사 지지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사 지지와 관련

된 프로그램을,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도움을, 부모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로 힘든 학생에게는 가족 상담프로그

램 등을 실시하여 학생의 현재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기 위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열기 위한 초석으로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

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에서도 자녀의 학교생

활 적응에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자료로 활

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가 갖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풍노도의 시기에 중학생이라는 연구대상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중학생이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

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 교사, 친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

전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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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제언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해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

업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마음 챙김, 자기 자비 등의 개인 내적 변수들을 검

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학생들의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학생

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설정해 정교하게 연구를 설계하

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제주 도내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의 결과라고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

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가 지각하는 학업성취압력과 자녀가 지각하는 학업성취압력의 차이

검증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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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ap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aek, Eun Eui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chool lif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first, how the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 school life adaptation, and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school life adaptat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

looked at whether it has.

The study targeted 328 middle school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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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to examine the technical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used in the study, a reliability

coefficient was calculated,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chool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which are the main variables. In order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it was confirm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lso,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chool lif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the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chool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static effect. .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if the parents'

perception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is high, negative emotions arise,

making it difficult to adapt to school life, and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better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rd, social suppor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This indicates that social suppor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 49 -

Therefore, it was confirmed from the above study results that the effect of

how to perceive the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is negligible

on how to accept and have a relationship with a smooth school life and

teachers or friends. Based on these results, we are striving to increase social

support through the formation of desirable relationships with friends, smooth

communication with teachers, etc. for students who are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life at the school site, and to communicate with parents.

Continued efforts are required to develop an exis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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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 백 은 의

  지도교수 : 김 성 봉

◆ 먼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니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별은?   ⓵ 남 (    )   ⓶ 여 (    )

귀하의 학년은?   ⓵ 1학년 (    )   ⓶ 2학년 (    )   ⓷ 3학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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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회적지지척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은 5단계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또는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R) ⓵ ⓶ ⓷ ⓸ ⓹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 해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R) ⓵ ⓶ ⓷ ⓸ ⓹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R) ⓵ ⓶ ⓷ ⓸ ⓹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R) ⓵ ⓶ ⓷ ⓸ ⓹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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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모학업성취압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은 5단계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또는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3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4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5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6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7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신다. ⓵ ⓶ ⓷ ⓸ ⓹

8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9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10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⓵ ⓶ ⓷ ⓸ ⓹

11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에 빠져 공부를 등한시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12 부모님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제한하시는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13 부모님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14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15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성적이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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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학교적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은 4단계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또는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
었다 ⓵ ⓶ ⓷ ⓸

2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⓵ ⓶ ⓷ ⓸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⓵ ⓶ ⓷ ⓸

4 나는 수업시간에 하던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⓵ ⓶ ⓷ ⓸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수 있
다 ⓵ ⓶ ⓷ ⓸

6 학교 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 가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⓵ ⓶ ⓷ ⓸

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
하게 쓰일 것이다 ⓵ ⓶ ⓷ ⓸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⓵ ⓶ ⓷ ⓸

10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⓵ ⓶ ⓷ ⓸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
낸다 ⓵ ⓶ ⓷ ⓸

12 나와 함께 놀아 줄 학교 친구가 있다 ⓵ ⓶ ⓷ ⓸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⓵ ⓶ ⓷ ⓸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하려고 노력한
다 ⓵ ⓶ ⓷ ⓸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
으면 함께 사용한다 ⓵ ⓶ ⓷ ⓸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
한다 ⓵ ⓶ ⓷ ⓸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⓵ ⓶ ⓷ ⓸

18 나에게는 고민을 나눈 학교 친구가 있다 ⓵ ⓶ ⓷ ⓸

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⓵ ⓶ ⓷ ⓸

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⓵ ⓶ ⓷ 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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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⓵ ⓶ ⓷ ⓸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
다 ⓵ ⓶ ⓷ ⓸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
하다 ⓵ ⓶ ⓷ ⓸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⓵ ⓶ ⓷ ⓸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⓵ ⓶ ⓷ ⓸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⓵ ⓶ ⓷ ⓸

2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 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⓵ ⓶ ⓷ ⓸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
용하려고 한다 ⓵ ⓶ ⓷ ⓸

30 학교 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
므로 잘 지켜야 한다 ⓵ ⓶ ⓷ ⓸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
지 않는다 ⓵ ⓶ ⓷ ⓸

32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⓵ ⓶ ⓷ ⓸

33 나는 학교 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⓵ ⓶ ⓷ ⓸

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35 나는 주변 활동을 열심히 한다 ⓵ ⓶ ⓷ ⓸

36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한다 ⓵ ⓶ ⓷ ⓸

37 나는 우리 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⓵ ⓶ ⓷ ⓸

38 나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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