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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실증적 인과관계 분석

1)이신숙*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Shin-Sook LEE*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인지하

는 스트레스 정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중학

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규명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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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It also analyzed the influences of stress level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First, it examined theoretical and preceding studies and assumed 

that sub-fa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such as behavioral,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ffect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It was assumed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had the direct mediating effec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sub-fa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such as behavioral,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had partially direct influence on their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t was 

shown that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from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had no influenc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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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as an alternativ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Key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stress, academic achievement, behavioral

factors, cognitive factors, emotional factors

I. 서 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다양하

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내·외적인 도전들로 인한 긴

장을 주며,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

기 위한 부정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업이라는 현실

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

기 위해서는 학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라직 하겠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항 대표적인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와 시험스트레스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차나 환경특성은 학업성취도와 시험스트레스 정도를 유

의하게 예측하고 있다.[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 학교생활, 가정문

제, 부모문제, 친구와의 문제, 교사의 문제 등이다. 일반적으

로 스트레스 요인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

등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대부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적 꾸물거림,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들 변인과 학업성취

도 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가설적 연구모형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학

업적 꾸물거림,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간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

적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개선시키는 함의를 도출

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이

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빈도분석, 타당도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를 활용하고, 변수 간의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프로그램패키지인 AMOS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중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변인을 바탕으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

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

꾸물거림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다. 꾸물거림의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서는 학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2] 국내에서는

꾸물거림에 대한 용어는 아직 분명히 정의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김광숙[3] 등은 꾸물거림이라고 정의 하고 있고, 서은

희[4] 등은 지연행동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꾸물거림이 학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되듯이 꾸물거림의

정의도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다.

꾸물거림이란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면서 불필요하게

과제를 미루는 것으로 정의 하면서, 근래에는 지연행동을 단

지공부습관이나 시간관리 문제가 아니라 행동적, 인지적, 정

서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5]

[6]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으로 꾸물거림을 정의 하

였다. 행동적 요인은 마감시간까지 과제의 시작이나 실행 혹

은 완성을 미루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인지적 요인은 수행하

려는 의도와 우선순위혹은 과제에 관련된 목표들과 과제수행

사이의 불일치를 말하며, 정서적 요인은 개인이 마감시간 까

지 과제를 시작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완수하지 않는 경향성

때문에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고통으로 정의 하였다.

꾸물거림에 대한 정의는 해야 할 과제, 비합리성, 의도성,

부정적인 결과의 예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꾸물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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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려고 하거나 해야할 과제를 미루었을때부정적인 결

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그 과제를 시작하

거나 완성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7]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

태도, 학습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해야

할 과제나 학습 소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도 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적 꾸물거림을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7]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 그리고 감성

이 포함되어 있는 동안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게 되므로 건

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안락한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

스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1]

개인학습자들은 생애발달상 스트레스를 많이받게 되는 청

소년시기에 있다. 스트레스는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학습자 스트레스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제반

상황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인 좌절, 갈등, 억압

및불안을 중심으로 유발된다.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가

정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스트레스가 있다.[8]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새로운성장과발달에 따

른결과로써긴장과 스트레스가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

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때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황영숙[9]은 생활사

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수준까지는 생활하는데 원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생활 할 때는 효율

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생활 속의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영

향을 평가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이 그 예이다[10].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되

어 왔는데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11][12]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격도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13]. 발달과정상 청소

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심리적, 신

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누구인가?’ 등

의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한다[14].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압

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때문이다[15].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는 가정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스트레스가 있

다.[8]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적 꾸물거림의 요인이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8]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중학생에게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란 학습자 개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도달의 정도를 학업성취도라고 하였다.[16] 주로 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들의 수행정도를 나타낸다. 학습의 결과는 교사나

시험 등 학습자 본인과는 별개의 어떤 가치기준에 의해 판단

되어지는 교육목표의 완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1] 학업

성취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관련변인 간의 분석과 초등학생

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등이 있다.

학습적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좋은 성적을얻

지못하게 되어 학교를싫어하게 되고,[17] 학교의권위에 대

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을 가정 하였다. 그 결과는 학업성취감

이 부진하면 비행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애착

을 감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을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접촉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행으로 연결되는 인과

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스트

레스가 높아지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도 심해진

다.[18][19]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갖고 심리적

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정의한다.[18] 학업스트레스

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적, 수업, 공부에서의 학

업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습에 대한 능력을 의

미하며, 수업의 내용에 대한 즐거움과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흥미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16]의 연구에서 제시한척도를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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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과 학업성취도간의 인과관계를 밝

히고,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

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및 이론에 근거하여 관련된 여러 변인

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

제자료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2]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학업적 꾸물거림을 설정하였고, 매개

변수로는 스트레스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서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1.Research Model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독립변수로 학업적 꾸물거림을 행동

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등으로 설정하였고, 매개

변수로는 스트레스를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로 구분하

여 설정하고, 종속변수로서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표 1과 같다.

가설 1.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4.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5.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6.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7. 중학생의 행동적요인은 학업성취도에부(-)의 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8. 중학생의 인지적요인은 학업성취도에부(-)의 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9. 중학생의 정서적요인은 학업성취도에부(-)의 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10. 중학생의 가족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11.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Ⅳ. 실증적 분석

1. 표본의 특성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실증적 분석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A광

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대면

및현장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결과 459명을 대

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296(64.5%)명이고, 여학생은 163

(35.5%) 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은 국공립학교

(57.5%)와 사립학교(42.5%)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학년

에 있어서는 1학년(22.0%), 2학년(46.2%), 3학년

(31.8%)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학교성적, 한 달 용돈,

종교 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296 64.5

여학생 163 35.5

학교

유형

국공립학교 264 57.5

사립학교 195 42.5

표 2. 응답자의특성
Table 2. B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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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검증

2.1 타당도분석

요인분석 결과 학업적 꾸물거림은 총 20개의 설문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는 총 7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학업성취도는 5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 Meyer-Olkin): .904, : 6625.754, df는

496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

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표 3과 같다.

2.2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학업적

꾸물거림의 하위변수인 행동적 요인 .914, 인지적 요인

.856, 정서적 요인은 .843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스트레스는

.732, 학교스트레스는 .618로 제시되었다. 학업성취도는

.835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변수명
설문

항목

Cronbah

-Alpha

독립

변수

학업적

꾸물거림

행동적요인 9 .914

인지적요인 6 .856

정서적요인 5 .843

매개

변수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3 .732

학교

스트레스
4 .618

종속

변수
학업성취도 5 .835

표 4. 신뢰도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ary analysis of Reliability

구 분 빈도(명) 비율(%)

학년

중1학년 101 22.0

중2학년 212 46.2

중3학년 146 31.8

학교성적

60점 이하 159 34.6

61점 이상-

70점 이하
79 17.2

71점 이상-

80점 이하
89 19.4

81점 이상-

90점 이하
87 19.0

91점 이상 45 9.8

한 달

용돈

2만원미만 168 36.6

2만원 이상-

4만원미만
160 34.9

4만원 이상-

6만원미만
71 15.5

6만원 이상-

8만원미만
26 5.7

8만원 이상-

10만원미만
15 3.3

10만원이상 19 4.1

종교

불교 55 12.0

기독교 137 29.8

천주교 26 5.7

기타종교 9 2.0

종교없음 232 50.5

변수명
항목

수
요인값 고유값

분산

비율

분산

누적비율

행동적

요인

v1 .711

5.298 16.557 16.557

v2 .780

v3 .760

v4 .639

v5 .735

v6 .700

v7 .777

v8 .634

v9 .666

표 3. 타당성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ary analysis of Validity

변수명
항목

수
요인값 고유값

분산

비율

분산

누적비율

인지적

요인

v1 .664

3.760 11.750 28.306

v2 .762

v3 .763

v4 .743

v5 .653

v6 .622

정서적

요인

v1 .798

3.164 9.887 38.193

v2 .804

v3 .794

v4 .777

v5 .593

가족

스트레스

v1 .759

2.090 6.530 44.723v2 .855

v3 .705

학교

스트레스

v1 .603

2.277 7.117 51.840
v2 .737

v3 .647

v4 .737

학업성취도

v1 .715

3.249 10.153 61.993

v2 .799

v3 .779

v4 .749

v5 .691

KMO(Kaiser-Meyer-Olkin) : .904,  : 6625.754,
df : 496, 유의확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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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

계에 대한 검증결과 표 5와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가족스트레스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서 3까지

가설검증 결과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경로계수 .062, p값

.453)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적 요인(경로계수 .212, p값 .000)은 가족스트

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

인(경로계수 .263, p값 .000)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교스트레스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에서 5까지 가설

검증 결과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경로계수 .074, p값 .389)

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경로계수 .396, p값 .000)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인(경로

계수 .058, p값 .371)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에서 8까지 가설검

증 결과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경로계수 -.396, p값 .000)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적 요인(경로계수 -.191, p값 .016)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

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인(경로계수

-.174, p값 .005)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0에서 11까지 가설검증 결

과 중학생의 가족스트레스(경로계수 -.027, p값 .613)는 학

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

트레스(경로계수 -.109, p값 .089)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

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

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력의 관계에서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 인지적 요인은 가족

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

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수 있다.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없음을알수 있고,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

취도에가장 영향력의정도가높은 것을알수있다. 하지만중학

생이받는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성취 보다는 학교생활

적응 등에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그림 2와 같다.

1. 경로계수

2. * : p ≤ .05 ** : p ≤ .01
3. acti: 행동적요인, cogn: 인지적요인, emot: 정서적요인,
fami: 가족스트레스, scho: 학교스트레스, achi: 학업성취도

그림 2. 연구모형검증결과
Fig.2.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가 설
경로

계수
C.R p

채택

여부

1

2

3

행동적요인→가족스트레스

인지적요인→가족스트레스

정서적요인→가족스트레스

.062

.212

.263

.751

2.661

3.814

.453

.008**

.000**

기각

채택

채택

4

5

6

행동적요인→학교스트레스

인지적요인→학교스트레스

정서적요인→학교스트레스

.074

.396

.058

.862

4.528

.894

.389

.000**

.371

기각

채택

기각

7

8

9

행동적요인→학업성취도

인지적요인→학업성취도

정서적요인→학업성취도

-.396

-.191

-.174

-4.821

-2.413

-2.806

.000**

.016*

.005**

채택

채택

채택

10

11

가족스트레스→학업성취도

학교스트레스→학업성취도

-.027

-.109

-.506

-1.701

.613

.089

기각

기각

* : p ≤ .05, ** : p ≤ .01

표 5. 가설검증결과
Table 5.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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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

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그 결과를토대로 향후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인

과관계에서는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

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알수 있고,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가장 영

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

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알수 있다.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에 매우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

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알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요인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습과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키는 것이며, 규칙적인 학습과 매일 학습

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알수 있다. 중학생들

의 정서적 요인을 키워주는 것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하며, 자발적인 계획 학습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업성취

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동적 요

인은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 중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반복적인 학습계획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확보와 수준별 맞춤학습 등이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학업적 꾸물거림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꾸

물거림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

별, 학년, 학업성적 등에 대한 차이 검증의 연구 등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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