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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교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행동적 몰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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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학교 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검증에 있다. 선행변인은 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의 개인특성

과 학교현장의 사회적지지라고 할 수 있는 또래지지와 교사지지로 범주화하여 설정하였다. 

개인특성에는 강점인식 및 활용과 학습목표지향성을, 또래지지에는 또래의 강점지지와 또래 

학업지지를, 교사지지에는 교사의 강점 지지와 관점변화지지를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그 중 33명을 제거, 506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의 하위요인

으로 설정된 학습목표지향성만이 행동적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교몰입, 행동적 몰입,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및 활용, 학습목표지향성, 또래의 강점 지지,

교사의 강점지지, 성장마인드셋 코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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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환경이며, 지적 역량을 키우고 교육목

표 달성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다. 또한 학교

는 도덕적 신념과 태도 함양, 정서와 사고의 

인격화 등을 위한 정의적 환경이자 사회 규범

과 질서를 배우고, 친교 활동 등을 통해 이루

어지는 사회화를 위한 환경이기도 하다. 이렇

듯 학교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보다 성

숙한 인격을 길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정현태, 

임우섭, 김용주, 2017).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

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학교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이 학업 중단, 

학업 중퇴, 학교 자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등 교육 정책 입안자, 또는 학교 현

장의 지도자와 실무자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성적, 재학률, 또는 졸업률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와 학교 정

책이 요구하는 행동과 학업에 대한 기대를 

존중하고 준수하려하지 않는다(Janowitz, 1978; 

Modell & Elder, 2002). 학생들은 학교 교육

을 지루하거나 단지 성적 놀이로 보아, 가능

한 한 적은 노력으로 학교를 마치려고 한다

(Burkett, 2002; Poph, 2002). 또한,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가 급격히 감소

한다(Fredricks& Eccles, 2002). 하지만, 청소년들

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

요로 하는 능력을 얻으려면 학교생활에 전념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학교 몰

입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몰입의 역할은 Astin(1984)의 연구를 시

작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졸업 후의 

사회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어

떤 요인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몰입을 촉

진하거나 저해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Skinner 

& Belmont, 1993) 청소년의 학교 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

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몰입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몰입의 유형은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

입, 인지적 몰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하위요인의 특성상 정서적 몰입이나 인지적 

몰입은 학교 이외의 다른 사회화 집단에서도 

충족될 수 있는 반면, 행동적 몰입은 학교에

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서는 학교 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변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청소년의 학교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주로 학교특성

(Bryk & Thum, 1989; McDill, Natriello, 1986)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적응이

나 성장의 주체가 되며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과거 학교 몰

입 중 행동적 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지

지 않았던 개인의 특성과 학교 내의 인적 자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래와 교사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 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특성을 긍정심리학과 코칭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의 특성을 보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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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몰입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변인들로 오늘날 세계적인 

심리학의 흐름에 따라 주로 긍정심리학과 코

칭심리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

Merriam Webster 대학 사전은 몰입을 “전념

commitment”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Merican Heritage 대학 사전에서는 몰입을 “적

극적으로 전념하는 것, 스스로 참여하고 차지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Zepke(2010)

는 몰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뚜렷한 

관점을 가진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보았다. 

Fredricks, Blumenfeld와 Paris(2004)는 몰입을 메

타 구조, 즉, 다차원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Kuh 등(2006)은 몰입을 사회, 

사회 네트워크, 조직, 심리, 문화, 교육 및 경

제 연구에 대한 구축으로 보았다. 

수많은 개념화 전반에 걸친 하나의 공통점

은 몰입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이다. 학교몰입

에 관한 11개 학교몰입척도의 다차원적 요인

을 비교해 보면(Jennifer A. Fredricks & Wendy 

McColskey, 2012), 크게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

입, 인지적 몰입으로 나누어진다. 학교몰입의 

하위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적 몰

입은 흥미, 지루함, 행복, 슬픔, 불안 등을 포

함한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감정적 반응을 말

한다(Skinner& Belmont, 1993). Finn 등은 정서적 

몰입을 소속감이나 학교에 대한 정체성 및 중

요성 인식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결과의 평가 

또는 성공에 대한 감사로 개념화하였다(Finn, 

1989; Voelkl, 1996). 인지적 몰입은 학습에 대

한 심리적 투자, 주어진 환경적 조건을 넘어

서려는 욕망, 도전에 대한 선호를 말하며

(Newmann, Wehlage, & Lamborn, 1992; Wehlage, 

Rutter, Smith, & Fernandez, 1989), 학습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학교 몰입에 관한 연구와 자

기조절과 전략적 학습과 교육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정서적 몰입의 특성은 학교 이외에 

다른 교육기관, 예를 들어, 학원, 교외활동 단

체, 지역 단체 등에서도 소속감 및 정서적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몰입 또한, 학원이나 공적, 사적 

학습관과 같은 학습, 학업 성취와 관련한 기

관에서 충족 가능한 학교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동적 몰입은 학업, 사회 또는 과외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참여의 개념

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긍정적인 학업 성과를 

달성하고 중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Connell, 1990; Finn, 1989). 행동적 몰

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정의는 학교규칙을 따르고 교실 규

범을 지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과 학

교를 결석하거나 중퇴하는 등의 파괴적인 행

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Finn, 1993; Finn, 

Pannozzo, & Voelkl, 1995; Finn & Rock, 1997). 

두 번째 정의는 학습 및 학업 과제에 열중하

며 노력, 끈기, 집중, 질문 및 수업 토론에 참

여하는 행동을 말한다(Birch & Ladd, 1997; Finn 

et al., 1995; Skinner & Belmont, 1993). 세 번째 

정의는 운동이나 학교 운영과 같은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Finn, 1993; Finn, 

Pannozzo, & Voelkl, 1995).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의는 학업적, 비학업적 학교활동 등의 다양

한 행동 유형들을 모두 포함한다. Finn은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을 몰입도로 구분하여 교

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부터 과외활동, 학생회

에 참여하는 등 학생 주도가 필요한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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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4단계로 나누었다. 상위 단계의 

몰입은 학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

서 몰입의 질적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정이다. 

일부 연구는 협업 또는 교실 규칙을 준수하

는 것과 자율적 참여 또는 자기 주도적인 학

습 행동으로 구분 지었다(Birch & Ladd, 1997; 

Buhs & Ladd, 2001). 행동적 몰입은 다른 2차 

사회화 집단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요소들을 

충족시켜준다. 다시 말해서, 학교 내에서 지켜

야할 규범, 학교운영 및 학업 참여에 대한 성

실성 등 학생으로써의 역할과 관련하여 바람

직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의

미인 학교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적 몰

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 차

원의 요인을 선행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와 같은 소

규모의 학교에서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과 같

은 과외 및 사회활동에 더 많이 몰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Finn & Voelkl, 1993), 관료주

의에서 공동체제로 변화하여 학생과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 조직의 요소를 많이 가지

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몰입도의 더 크게 증가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Lee & Smith, 1993, 

1995). 또한, 행동적 몰입의 부적 의미를 나타

내는 중퇴율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학교 규칙

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

각하는 학생들은 행동적 몰입이 감소할 가능

성이 더 높다(Natriello, 1984)는 연구와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학교들의 

중퇴율이 낮다(Bryk &Thum, 1989; McDill, 

Natriello, and Pallas, 1986)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대규모의 학교몰입 연구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행동적 몰입의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생

활적응에 관련한 연구가 있지만, 학교몰입의 

다차원적 요인처럼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여러 학자들이 구분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행동(수업참여도, 학습 

행동통제, 학습노력, 학습지속성), 사회적 적응

행동(학급친구, 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정

의적 적응행동(학교선호, 학교생활만족)의 3개 

영역(문은식, 2002),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

규칙, 학교수업의 4개 영역(김아영, 2002), 학

업(학습에 대한 효능감, 학습동기 및 태도), 

사회관계영역(부모, 교사, 친구), 심리적 안정

성(정서적 안정성과 감정통제), 규칙 및 학교

생활(학교활동, 학교환경, 교칙준수, 학교생활

만족)의 4개 영역(김정남, 2008) 등으로 행동적 

몰입의 요소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분이 

명확하고 간결한 학생몰입척도(SEM)(Fredricks, 

Blumenfeld, Friedel, and Paris, 2005)를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학교라는 2차적 사회화집단에서

만 충족될 수 있는 행동적 몰입에 개인특성과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긍정심리학의 강점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최적의 인

간 기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Sheldon & King, 

2001)로 정의된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와 치료

방법에 중점을 둔 병리학적 관점의 심리학계 

흐름은 심리학이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

과하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과 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비판적으로 

생각한 Seligman과 Mihaly Csikszentmihalyi(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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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심리학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 목적은 긍정적인 특성, 즉, 강점을 촉진하

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 강

점이 강조되는 이유는 강점을 인식하고 사용

할 때 개인의 능력과 수행을 최대로 올려주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의 주

체가 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생활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강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Clifton과 

Anderson(2002)는 강점을 주어진 활동의 일관

성,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심리학자들도 

강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강

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년과 탁진국

(2013)은 강점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감

정 및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발휘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끼며 에너지가 넘치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정의

했다. 특히, 대표강점은 어떤 일에서 탁월한 

결과와 성취를 이루게 만드는 역량인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의욕과 활기를 느끼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권석만, 2008) 개인이 

지닌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인간관

계, 직업, 자녀양육, 여가 등과 같이 중요한 

생활 장면에서 발휘하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

을 얻을 수 있다(Seligman, 2009). 한편, 학교몰

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행동적 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학교 수준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을 깨닫고 학교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주체적인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몰입 중 행동적 몰입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선행 변인으로 강점 요인을 설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보살핌과 사랑, 존경을 받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일원이라고 믿도록 이

끄는 정보이다(Cobb, 1976). 항상 도움이 되도

록 의도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상호작용(예

를 들어 분노, 비판과 같은 사회적 약화 행

위)과 구별되며, 타인으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Morgeson & Humphrey, 

2006). Lee와 Chen(2000)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의 도전

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또한, Cohen 등

(1985)은 사회적 관계망(가족, 교사, 또래, 이

웃, 등을 포함하는 외부 사회와의 관계)을 통

해 타인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House(1981)는 

지지의 유형을 공감, 사랑, 신뢰, 배려의 개념

인 정서적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돕는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환경개선, 현금, 

물건, 노동력)를 제공하는 수단적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조언, 제안 및 

정보의 제공 차원인 정보적지지, 자가 평가하

는데 유용한 건설적인 피드백과 같은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지

지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한 유

형을 제공하는 관계도 다른 유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실증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하나의 구성요소가 1개 이

상의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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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칭(coaching)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적 관계망 안

에서 사회적 지지로써의 코칭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행복과 성장은 물론, 사회적 적응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강점 요인을 사회적 

지지에 접목시켜 또래와 교사가 개인의 강점

을 코칭적 관점에서 지지해 주었을 때 학교몰

입 중 행동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인 특성이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강점인식 및 활용

Govindji와 Linley(2007)는 강점인식을 독립적

인 변인으로 탐구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해 혼재되어 있는 강점인식과 강점 

활용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점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Nickerson와 Fishman 

(2009)는 강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

의 학교기능, 적응력, 사회 기술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또한, Govindji와 Linley(2007)는 강점 활용을 삶

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용,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Linley

와 Harringto(2006)은 ‘가치 있는 결과를 내기위

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리고, 

강점을 활용할 때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

게 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주어

진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개인 특성으로서의 강점은 강점인식과 강

점 활용으로 나뉜다. 강점 인식은 탁월한 성

취 및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다. 조

남근, 권정희, 정미예(2016)는 강점인식이 심리

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강점인식이 

긍정정서, 삶의 만족감, 주관적 안녕 및 주관

적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를 보고하였으며(Govindji & Linley, 2007), 

우울감 감소와 행복감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강점 인식이 발견, 인지

의 개념이라면 강점 활용은 실행력의 개념이 

될 것이다. 개인에게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

견, 인지하게 되면 긍정정서를 느끼기는 하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를 실제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

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강점과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과 유사한 

개념인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대학생들의 강점인식이 강점 활용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이지원, 이기학, 2017),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강점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할수록 강점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서 학교적응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애경 등, 2017).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게 되면 자신의 강점을 학교에서 주어

진 과업이나 규칙에 적용시켜 실행하려고 노

력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강점인식 및 활용은 행동적 몰입에 



이연희․탁진국 / 청소년의 학교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행동적 몰입을 중심으로

- 159 -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 목표 지향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운 퍼즐을 주고 

실패했을 때 반응을 살펴보았다. 많은 학생들

은 중간에 포기하고 오랫동안 침울해 하는 반

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실패의 

아픔을 더 빨리 떨쳐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퍼즐을 잘 풀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

지 않고 하나의 배우는 과정으로 인지하여 다

음에 퍼즐을 더 잘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Elliott & Dweck, 1988). Elliott와 Dweck(1988)은 

개인이 동일한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매우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즉, 

학습목표지향성은 과제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

하고 부여 받은 과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을 

선호하며 긍정적인 태도 유지 및 과제 수행에 

대한 노력과 높은 지속력을 말한다(Howell & 

Watson, 2007). 또한 과제 실패나 부정적 수행

에서는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

다는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을 나타

낸다(Schunk, Pintirich, & Meece, 2008). 학습목표

지향성과 행동적 몰입과 유사한 개념인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수

남(2012)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

교규칙을 따르고 교실 규범을 지키는 것과 같

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학습

에 노력과 끈기를 열중하며 수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가설 2. 학습목표지향성은 행동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래 지지가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또래’란 평등을 의미하며(Piaget, 1965), 학생

들 간에 형성된 또래 관계는 평등성이 강조되

고 상호 합의 위에 성립하는 것으로, 또래 관

계는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집단 안에서 맺어

지는 일반적인 관계이다(Hartup, 1992). Damon 

(1983)은 또래 관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Vygotsky(1981)는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대로서 해

야 할 행동을 습득하고 고수준의 언어사용과 

학습 전략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들을 내면화시킨다. 또한, 청소년

이 또래와 서로 잘 어울리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래 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교에

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Goodenow, 1993). 또

래의 사회적 지지(Karasek, 1979)는 또래의 행동

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ierdorff 

& Ellington, 2008).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

을 받을수록, 그들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고(Cropanzano & Mitchell, 2005), 역

할에 적절한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아

지게 된다(Deckop, Cirka & Andersson, 2003). 따

라서 본 연구의 성격이 학교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는 것에 있는 만큼, 또래의 개념을 반 친

구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친구로 보고 설문지의 주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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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래의 강점지지

긍정 심리학과 코칭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가

정들을 세웠다(Linley & Harrington, 2006). 긍정

심리를 융합한 코칭의 노력 중 가장 쉽게 기

여하는 분야 중 하나는 강점을 인식, 평가 및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 33%의 사람들만

이 자신의 강점을 신뢰성 있게 인식할 수 있

고(Hill, 2001),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강점을 지

속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많

지 않다. 따라서 조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실무자가 강점을 확인시켜주고 활

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면 개인의 조직 내 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연희, 

탁진국, 2019). 특히, 학생의 경우 지지적 관계

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조직에 소속

되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강점은 발견되고 

지지받는다.

강점 지지와 행동적 몰입과 유사한 개념인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nderson 등(2004)은 강점인식을 돕는 강점기반 

코칭 프로그램이 재능에 대한 인식의 증가, 

개인적 자신감의 증가, 학업적 자신감의 증가, 

성취동기의 증가, 대인 간 상호 이해의 증진 

및 대인관계 향상 등이 있음을 밝혔으며, 김

태선(2015)은 중학생 성격 강점 코칭프로그램

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규범과 규칙에 

맞춰 생활하는 의미를 지닌 장소이자 하나의 

작은 사회인(이지언, 정익중, 백종림, 2014) 학

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강점에 대한 코칭적 접근을 학교 현

장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또래에게 

적용시켜 또래가 청소년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면  

학교에서 지켜야하는 규범과 규칙에 맞춰 생

활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능력의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생활과 과업

에 몰입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가설 3. 또래의 강점지지는 행동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래의 학업적지지

또래들로부터의 학업적 지지, 배려, 격려의 

정서는 자신감을 높이고 산만한 걱정을 개선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Patrick & Ryan. 

2007).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또래들의 지지를 

인지할 수 있으며(Johnson & Johnson, 1983), 교

사의 방향성 파악, 정보 제공 등 또래들의 학

업적 지지는 동기와 몰입을 촉진시킨다(Hamm 

& Fairboe, 2005; Wentzel, Battle, Russell & 

Looney, 2010).

또래의 학업지지와 학교몰입에 관련한 직접

적인 연구는 드물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또래

와의 교류가 주로 학교,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학업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기 청

소년기로 갈수록 또래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

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 해 봤을 때(김

은정, 2007), 청소년은 또래의 학업적 지지로 

사회화에 중요한 조직 내 규범, 규칙 준수와 

조직의 과업 수행에 또래의 학업지지가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또래가 학업

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 배려, 격려해 

주게 되면, 사회화에 중요한 규칙준수, 과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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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몰입하게 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가설 4. 또래의 학업지지는 학교 몰입의 행

동적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학교 몰입에 대한 교사지지의 영향

교사 지지는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교사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

끼고 도울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말한다

(Trickett & Moors, 1974).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학업 활동에 더 완

전하게 몰입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노력을 쏟

고(Goodenow, 1993), 도움을 구하여(Newman & 

Schwager, 1993), 학습과 과제 수행의 향상과

(Battistich Solomon, Watson & shaps, 1997), 파괴

적인 행동의 감소(Ryan & Patrick, 2001), 그리

고, 학교 중퇴의 감소 등을 포함해서 학교 몰

입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Croninger Lee, 

2001). 이러한 연관성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다고 느끼는 것이 교사의 뜻을 따라 학교에 

대한 심리적 투자에 집중하여 과제와 학습에 

대한 생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격이 학

교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있는 만큼, 교

사의 개념을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교사로 

보고 설문지의 주어를 ‘선생님’으로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의 강점지지 

또래의 강점지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강점에 대한 

코칭적 접근을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교사에게 적용시켜 교사의 강점

지지가 학교 몰입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이연희와 탁진국(2019)의 연구에서 청소년

의 강점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교사의 강점조

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래의 강점지지와 행동적 몰입 간에 세운 

가설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청소년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면 학교에서 지켜야하는 규범과 규칙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생활과 과업

에 몰입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가설 5. 교사의 강점지지는 학교 몰입의 행

동적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교사의 관점변화지지

관점변화란 기존에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

았던 습관적인 관점을 창의적인 다른 방법으

로 바라보는 새로운 습관을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은현과 탁진국(2011)은 코칭리

더십 척도를 개발하면서 상사가 가져야할 코

칭리더십 덕목 중 하나를 관점변화 촉진으로 

설정하고 부하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리더가 사고를 촉진하도록 질문하는 것

이라고 정의 내렸다.

관점변화 촉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Ellinger, Ellinger & Keller, 2003; 남동엽, 2015)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존의 사고방

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에 있다.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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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조

직원은 성과를 향상시키고 달성할 수 있다

(Whitmore, 2002).

이것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일방적인 

개념의 교육이 아닌 학생이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교사가 교실 내에서 상호 존중을 장

려한다는 인식은 교사들의 정서적 지지와 강

하게 연관되어 있어, 상호 존중과 정서적 몰

입 사이의 관계는 교사 지지와 긍정적인 연관

성이 있음을 나타내며(Patrick. H. et al., 2007), 

자기효율성, 자기조절 학습, 안정감과 긍정적

으로 연관되어 있어 학생들을 학습과제에 집

중할 수 있게 한다(Patrick & Ryan, 2007). 교사

의 관점변화지지와 규범준수, 과업 수행과 연

관 있는 행동적 몰입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

구는 없지만, 교사의 관점변화지지를 받아 상

호존중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정서적 몰입이 

향상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소속감

으로 이해 자발적인 규칙준수, 과업수행에 대

한 몰입이 향상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사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면, 상호 존중을 장려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만족, 흥미, 소속

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

과 소속감은 학교 규칙과 교실 규범의 준수, 

과업 수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가설 6. 교사의 관점변화지지는 학교 몰입

의 행동적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위의 가설을 모두 종합한 연구 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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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학교 몰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 2주간에 걸

쳐 전국의 청소년 5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령은 만 16세에서 만 18

세, 학년과 남, 여 분포는 균일하게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행동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개인특성, 또래지지, 교사

지지로 범주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개인

특성의 하위요인은 청소년강점, 학습목표지향

성으로, 또래지지는 또래의 강점지지, 학업지

지로 교사지지는 교사의 강점지지, 관점변화

지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데

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학교몰입의 행동적 몰입

Fredricks 등(2005)이 개발하고 “Springer Nature 

Group” 출판업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척도로, 

학생몰입척도(School Engagement Measure)의 하

위요인 중 행동적 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규칙을 따른다.’ ‘나는 학교에

서 문제를 일으킨다.’ 등, 5개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Fredricks 등(2005)의 척도 개발 연

구에서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72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계수

(Cronbach’s α)는 .75으로 나타났다.

강점인식 및 활용

탁진국(2014)이 번안한 강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강점인식의 문항으로는 ‘내 강점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강점 활용의 문항으로는 ‘내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이 있

다. 척도개발 연구에서 강점인식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79이었으며, 강점 

활용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3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 및 강점활용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학습목표지향성

Button Mathieu와 Zajac(1996)이 개발하고, 하

원식과 탁진국(2012)이 연구에 사용하여 타당

도가 입증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는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중요시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

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등이 있다. 총 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또래의 강점지지

이연희와 탁진국(2019)이 번안한 강점파악

(Strength spotting) 척도(Linley et al., 2010)중 일

부를 사용하였다. 주어를 또래로 바꾸어 ‘나의 

친구는 나의 강점을 눈여겨봐준다.’, ‘나의 친

구는 나에게 강점을 이용하고 발전시킬 것을 

격려해준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nley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계수

(Cronbach’s α)는 하위요인 중 동기는 .87, 적

용은 .82이다. 본 연구에서 또래 강점지지 척

도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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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241 47.6

녀 265 52.4

합계 506명 100

연령

16세 87 17.2

17세 178 35.2

18세 239 47.2

19세 2 .4

합계 506 100

학년

1학년 154 30.4

2학년 177 35.0

3학년 175 34.6

합계 506 100

지역분포

경기도 126 24.9

서울 110 21.7

경상남도 32 6.3

인천 31 6.1

경상북도 29 5.7

대구 28 5.5

부산 27 5.3

광주 22 4.3

대전 16 3.2

전라북도 16 3.2

충청남도 15 3.0

울산 13 2.6

전라남도 12 2.4

충청북도 12 2.4

강원도 9 1.8

세종 5 1.0

제주도 3 .6

합계 506 100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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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래의 학업지지

Johnson & Johnson(1983)가 개발한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 지지 척도 중 학업적지지 척도

를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우리 반 친구들은 

내가 학교에서 잘 하기를 원한다.’ 등이 있다. 

학업적지지와 정서적 지지(r = .72, p<.001) 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에서

는 둘을 하나의 척도로 결합하였고 내적 일관

성 계수(Cronbach’s α)는 .90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교사의 강점 지지

이연희와 탁진국(2019)이 번안한 강점파악

(Strength spotting) 척도(Linley et al., 2010) 중 일

부를 사용하였다. 주어를 교사로 바꾸어 ‘나의 

선생님은 나의 강점을 눈여겨봐준다.’,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강점을 이용하고 발전시킬 

것을 격려해준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nley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계

수(Cronbach’s α)는 하위요인 중 동기는 .87, 적

용은 .82이다. 본 연구에서 또래 강점지지 척

도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관점변화지지

조은현과 탁진국(2011)이 개발한 코칭 리더

십 척도의 하위요인 중 관점변화 요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청소년의 관점변화를 도와주는 문항으

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문항은 ‘선생님은 해결

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신다.’ 등이 있으며 조은현과 탁

진국(2011)의 연구에서 코칭리더십 척도의 내

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8 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 자료들을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째,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정제 과정을 위해 평균값 Z를 구하고, 문항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

증과 변인들 내에 있는 상호독립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 몰입과 범주별 선행변인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교 몰입과 다차원적 요인 각각에 선행변인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

호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인 행

동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개인특성인 학습목표

지향성(r = .43)과 강점인식 및 활용(r = .29), 

또래지지인 또래 강점지지(r = .24)와 또래 학

업지지(r = .22), 교사지지교사인 강점지지(r = 

.20)와 교사의 관점 변화지지(r = .15), 모두 

p<.001 범위에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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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개인특성, 또래지지, 교사지지의 각 변인이 

학교 몰입의 행동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행동적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3), 학습목표지향성(β = .42, p<.001)

은 행동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강점인식 및 활용(β = -.03, 

p>.05), 또래강점지지(β = .02, p>.05), 또래학

업지지(β = .01, p>.05), 교사강점지지(β = 

.11, p>.05), 교사관점변화지지(β = -.06, p>.05)

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

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1, 가설 3, 

가설 4, 가설 5, 가설 6은 모두 기각되었다. 

1 2 3 4 5 6 7 8 9

1. 성별 1

2. 나이 .00 1

3. 행동적몰입 .010 .10* 1

4. 청소년강점 -.06 .00 .29** 1

5. 목표지향 -.05 .09 .43** .65** 1

6. 교사강점 -.131** -.02 .20** .48** .32** 1

7. 관점변화 -.10* -.02 .15** .40** .29** .78** 1

8. 또래강점 .01 .01 .24** .54** .48** .47** .45** 1

9. 또학지지 -.03 .00 .22** .46** .44** .44** .38** .63** 1

평균 1.50 17.31 5.69 4.70 5.07 4.28 4.32 4.63 4.81

편차 .50 .75 .81 .95 .96 1.33 1.41 1.17 1.23

3. 청소년강점=강점인식 및 활용 4. 목표지향=학습목표지향 5. 교사강점=교사강점지지 6. 관점변화=교

사관점변화지지 7. 또래강점=또래강점지지 8. 또학지지=또래학업지지, **p<.001

표 2. 변인들이 평균, 표준편차, 상호상관

선행변인 β t p R2 F

강점인식 및 활용 -.03 -.48 .64

.19 19.73

학습목표지향성 .42 7.64 .00

또래강점지지 .02 .32 .75

또래학업지지 .01 .23 .82

교사강점지지 .11 1.61 .11

교사관점변화지지 -.06 -.89 .37

표 3. 행동적 몰입과 선행변인들 간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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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시기의 사회화에 

중요한 학교 몰입 중 행동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검증에 있다. 

선행변인은 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환경인 

학교현장의 사회적지지로 범주화하여 설정하

였다. 개인특성에는 강점인식 및 활용과 학습

목표지향성을, 또래지지에는 또래의 강점지지

와 또래 학업지지를, 교사지지에는 교사의 강

점 지지와 관점변화지지를 하위요인으로 하여 

각각의 선행변인들이 학교몰입 중 행동적 몰

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

구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가설 중 가설 2

인 개인특성의 하위요인으로 설정된 학습목표

지향성만이 행동적 몰입에 긍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중 강점인식 및 활용이 행동

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은 기각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학교교육문화

가 주로 상위학교로의 진학과 입시에 큰 비중

을 두고 있어 개인특성으로의 강점인식과 활

용을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하는 학생으로써의 

역할을 나타내는 행동적 몰입에 활용하기 보

다는 성적향상과 관련한 강점에 초점을 맞추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습목표지향성이 행동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것

은 행동적 몰입과 유사한 개념인 학교생활적

응에 학습목표지향성이 긍정적인 영향은 미친

다(오수남, 2012; 조한익, 201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청

소년은 학교규칙을 따르고 교실 규범을 지키

는 것과 같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

하고 학습에 열중하며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몰

입의 행동적 몰입인 학교규칙을 따르고 교실 

규범을 지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 학습 

및 학업 과제에 열중하며 노력, 끈기, 집중, 

질문 및 수업 토론에 참여하는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청소년에게 주변 환경의 영향력도 중요하

지만, 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인의 의

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또래지지 중 또래의 강점지지가 행동

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또래 강점지지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

면, 어떤 특정 몰입에 대해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기 보다

는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학교,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학교 공

부를 통한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

문에(김은정, 2007), 또래 간 강점을 지지하는 

영역이 학업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

화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에서의 규칙준수나 

과업수행에 대한 끈기나 노력 등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역할과 관련한 강점의 지지는 간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또래지지 중 또래의 학업지지가 행동

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4는 기각

되었다. 또래의 학업지지가 행동적 몰입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학업과 관련

하여 정서적,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학교

에서의 규칙준수나 과업수행 등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당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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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사지지 중 교사의 강점지지가 행

동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5는 기

각되었다. 행동적 몰입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

과가 나타난 것은 교사의 실적을 상위학교 진

학률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학업적인 부분과 관련한 강점을 더 많이 지지

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규칙

준수나 과업수행 등 행동적 몰입과 관련한 강

점의 지지는 소홀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여섯째, 교사지지 중 교사의 관점변화지지

가 행동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6

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점변화지지

가 교사의 강점지지와 상관이 높고 신뢰도 분

석결과도 분리되지 않고 같은 척도로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의 강점 지지나 

관점변화지지 모두 코칭적 관점에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강점 등을 스스로 깨달

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교사의 지

지라는 면에서 문항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

에 청소년들이 같은 척도로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몰입은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되

어졌다. 유사한 개념인 학교생활적응은 있지

만 명확하게 구분지어 학교몰입 중 행동적 몰

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교몰입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행동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

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 수준에 대해 진

행되어 왔지만, 개인과 환경을 범주별로 구분

지어 동시에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개인특성,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범주별 구분을 하여 그 영향에 대

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학교몰입의 행동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긍정심리학과 코칭

심리학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강점과 강

점지지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사회화와 성장, 

발달에 강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몰입의 행동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변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이 

학습목표지향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의 학교몰입 중 행동적 몰입을 돕기 위해 학

습목표지향성에 대한 코칭프로그램이나 이와 

유사한 성장 마인드셋 코칭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입시위주의 

한국 학교 교육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사회

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행

동적 몰입의 측면 즉, 학교에서 학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국내 온라인 

리서치 기관에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

국의 고등학생 중 자발적인 설문참여 신청자

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것은 한국 청소

년의 전체적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

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조사 대상이었던 청

소년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에 청소년들에 대

한 정보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

구는 학년별, 연령별로 대상만을 다르게 하고 

같은 설문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



이연희․탁진국 / 청소년의 학교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행동적 몰입을 중심으로

- 169 -

로 한 횡당연구로, 실험 대상자의 성장에 따

른 변화 파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년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져 변화 파악을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설문지 데이터

를 청소년에게만 수집하여서 동일방법 편의

(common method bias)가 일어날 수 있다. 동일

한 응답자에게 모든 설문을 응답하게 하면, 

다른 관점의 의견을 수집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청소년의 행동적 몰입을 객관적

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사가 설문에 

응답한다거나, 교사의 지지도 교사 스스로 응

답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 내에서 

서로 긍정적인 지지를 줄 수 있는 학교 친구, 

반 친구에 국한하지 않고 같은 학교에서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측면에서 친구라고 개

념 지었지만,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의미가 잘 

전달되어 설문에 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

다. 이것은 교사의 개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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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tecedent variables that positively influence behavioural engagement 

during school engagement, which is critical to adolescent socialization. The antecedent variable was 

categorized in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are the main agents of socialization and 

p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which can be called social support at school sit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e strength recognition, strength utilization,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eer 

supports include the supports for personality strength and academy, and, teacher supports include the 

supports for personality strength and perspective change.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539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collected data, 33 of them were removed, and 506 data were analyzed. 

Analysis shows that only learning goal orientation set as a sub-factor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s a 

static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engagement.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of the study.

Key words : school engagement, social support,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strengths, learning goal orientation, 

support for peers’ strengths, support for teachers’ strength strengths coaching programs, growth mindset 

coaching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