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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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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학업소진,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들 간의 경로를 규명하여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G시에 있는 세 곳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71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경로계수와 적합
도지수가 유의하여 경로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학업소진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
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학업소
진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부
과되는 과도한 학업요구로 인한 학업소진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개인변인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잘 
발달되어있다면 학교부적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
였고, 이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소진, 학업소진,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aths through which academic burnout and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 school adjustment, verify the path model of each factor, and examine the 
mediator effects of self-efficacy. In line with this objectiv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713 third year 
students of 3 different middle schools in city G. The first finding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ath 
coefficient and suitablility index were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path model was also significant. Second, 
academic burnout had direct negative effects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while self-efficacy has 
positive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Third, self-efficacy was confirmed to have meaningful mediator effects o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academic burnout caused by excessive 
demand for academic success on korean students has negative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but if self-efficacy 
is well developed as an individual factor, school maladjustment can be reduced.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fficacy, are necessary in school adjustment.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is study's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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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은 주요한 발달과업이다. 학업은 

상 학교로의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한 취업 등 진로문

제와 한 련을 맺고 있으며, 성인기의 생활에도 커

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학업의 문제는 학생 자

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지니는 기 와 결부되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에서 가장 많은 스트 스를 받는 시기이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과 학벌을 강조하는 풍토 때문에 학업스트 스까지 추가

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미국 청소년들이 학업에 쓰는 

시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청

소년들은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

내며, 과도한 경쟁의식, 학업실패에 한 두려움, 부모의 

기 로 인한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매우 높은 스트 스

를 경험한다. 높은 학업스트 스는 학교 응이나 학업성

에 부정 인 향을 주며, 황정규(199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받는 스트 스  학업과 련한 스트 스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2012년에 발표된 청소

년 자살충동의 가장 큰 이유도 성 , 진학문제와 같은 학

업스트 스 다.

한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조명한 등(1994)의 연구에서는 공부에 한 

긴장과 스트 스가 많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가장 낮

았으며[3], 청소년기의 과도한 스트 스는 건 하지 못한 

일상행동으로 분출되어 건강 험도가 높은 생활습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 문제행동, 학교생활 부

응 등의 외 화된 문제뿐 아니라 우울, 불안, 소진 등 내

면화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청소년

들은 학업이 과 하고 학업성취에 한 요구가 많을수록 

정서  탈진, 학업에 한 냉소  태도와 무능감 등을 느

끼며, 공부에 한 흥미를 잃게 되면서 학업소진에 이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학업소진은 학업 동기나 학업성취의 상실, 잦

은 결석과 학업 단 등의 학교생활 부 응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자, 학교행복감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

이다.

학생 시기는 발달  변화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고, 청소년 시기의 학교 응여부는 이후 성

인기의 사회 응 정도를 좌우하는 결정 인 측지표[4]

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므

로 학교 응이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응의 

요성 때문에 이에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

되었고 그 에서도 유효 (2001)은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가운데 정의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측하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하 다[5].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 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을 말한다. 

Schunk(1982)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

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습자들보다 더 

분발하여 상황에 더 잘 응하고 더 오랫동안 수행하여

서 결국 높은 수행수 을 보인다고 하 다[6]. 자기효눙

감이 학교 응에 정  향을 다는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학업소진과 자기효능감의 계, 그리고 학업소

진과 학교 응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장 주된 스트 스의 

원인인 학업문제가 학업소진에 이르게 하며, 학업소진은 

학교 응에 부정 인 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 응 행

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과 학교 응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 수행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업소진

소진(burnout)이라는 용어는 일과 련하여 지치고 힘

든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인간서비스 계통의 직업군에

서 쓰이기 시작하 다.  Freudenberger(1974)는 소진을 

자신의 업무를 헌신 으로 수행하 으나 성과나 보람보

다는 오히려 업무에 한 회의감이나 좌 감을 겪는 상

태라고 정의하 다[7]. 즉, 소진이란 비 실 이고 과도

한 업무 요구로 인해 피로감, 좌 감, 일로부터의 거리감, 

스트 스, 정신  소모감과 고갈, 무력감. 망감, 냉소

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 , 정서 , 정신  고갈상태

를 의미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소진은 고통스러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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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타인을 도울 수 없게 하고 의욕상실을 일으켜 환경

에의 한 응이나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

하게 한다[8].

소진의 개념은 인간서비스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장되었

으며, 최근에는 학업 역에까지 확장되어 근로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피로감과 회의감이 학생들에게

도 나타날 수 있고[9], 실제로 Meier와 Schmeck(1985)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업요구가 주어질 때 학업에 해 

냉소 이 되며, 무력감, 나태함과 함께 학교를 떠나고 싶

어지는 등의 심리  소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 다 

[10],학생들이 고용되거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

지만 학업은 그들에게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로 인

해 소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란 학생들이 만성  학

업스트 스와 과도한 학업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 

정서  자원의 고갈, 학업에 해 냉소 이고 분리된 태

도와 무능감과 같은 심리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

다[11].

학업소진의 구성개념은 고갈, 냉담, 무능감이다[12].고

갈은 신체  피로감, 무력감, 우울, 불안, 긴장, 일에 한 

에 지 하, 지친 느낌을 말하며, 냉담은 학업에 한 무

심, 연한 태도를 말하며, 무능감은 자기평가  처

략과 련이 있다. 즉, 만성 인 학업  학업환경에 

해 부담감, 압박, 스트 스를 느끼며, 공부에 해 냉소

이며, 자신을 학생으로서 무능하게 느낀다면 학업소진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업소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내외통제감, 완벽

주의 성향, 5요인 성격특성, 자아존 감, 자기통제감, 학

습동기, 성취목표, 학업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부모의 

양육태도, 스트 스 처방식, 성취목표 지향성 등이 연

구되었다. 이처럼 학업소진에 향을 주고 학업소진의 

원인이 되는 변인들에 한 연구들은 많다. 하지만 독립

변인으로서 학업소진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을 보면 학업소진이 학교생활 만족과 부 상 이 

있으며, 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이 학교행복감

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 결과 하 변인들은 다르지만 

공통 으로 학업소진이 학교행복감에 부  향을 주며,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소진사이에 

부  상 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  소수 연구들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외에도 사교

육을 받기 해  다른 학업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

는 실정이다. 이런 생활들의 은 학업스트 스로 인

한 학업소진을 유발하기 마련이며, 학업소진은 학교생활 

만족감, 학교행복감, 학교 응에 부정  향을 미치리라

는 것은 상이 되나 이들의 계에서 학업소진이 일어

나더라도 학교 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인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2 자기효능감

최근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해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동시에 이해하려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변인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계획한 성취 수 에 도달하기 

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

에 한 개인의 단이다. 자기효능감의 기본  가정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능력을 가지

고 있다는 신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한 단순한 

측이 아니고, 내가 할 것(will)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can)고 믿는 것에 한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사의 사건과 자기 자신의 기능 수 에 해 통제력

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을 말하며 개인에

게 가장 요한 기제  하나이다[13].

자기효능감에 한 단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환

경을 선택하는 데 향을 미치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 이며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행동을 선택

한다.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는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

제난이도선호로 이루어져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능

력에 한 확신 는 신념의 정도이며, 자기조 효능감

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해 자기조 , 즉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이다. 과제난이도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

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 의 난이

도를 선호하는가를 말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 이고 구체 인 목표를 선택하고, 자기효능감이 낮

은 개인은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쉬

운 과제를 선택한다[14].

학업소진과 련된 변인들에 해 많은 연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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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학업소진과 자기효능감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지연, 장진이(2013)는 일반

계 여자고등학생들의 학업소진에는 자기효능감의 련

성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얻었고 학업소진에 향을 미

치는 외 요인으로서 과 한 학업요구 외에 개인의 비교

 안정 인 내  특성인 학업  자기효능감과 학업  

실패내성이 요함을 검증하 다[15]. 마연연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은 부  상

계를 나타내며,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 스가 

학업소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향력을 완화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16].  한 신이나, 손원숙(2012)은 

극형과 숙달형의 성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업소진이 낮은 응  학습자의 유

형을 보인다고 하 으며, 김해진(2013)의 연구에서는 학

업소진,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학업지속의향을 측하는 

결과를 보 으며, Yang(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이 학업소진과 부  상 계가 있었다[17].

자기효능감은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 이라는 것

에 한 확신의 정도로써,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효능감 수 에 따라 수행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학업소진과 학교 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학업소진

응(adjustment)은 개인과 환경의 요구를 균형을 이

루고, 실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처하려는 성공  혹은 비성공

인 처(coping)를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응에 성

공한 사람은 심리 , 정서 으로 안정되고, 이 게 얻어

진 자원들은 개인의 행동과 수행에 향을 다.

학교 응의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면, 기 청소년들이 

학교환경에 심을 갖고 참여하여 편안해하고 성공하는 

정도이고,  Spencer(1999)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환경의 

다차원  성격  요구 간의 교육  합성을 최 화하

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응의 정도[18]라고 하 으

며 Bierman(1994)은 학교 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 충족을 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극 이고 창조

인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19].

이처럼 학교라는 환경은 청소년들이 사회  기술을 

익히며 타인과의 계를 형성하며, 학업을 통해 지 능

력을 개발하고,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그 요

성이 다른 환경보다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학교 응

은 매우 요하다.

여러 연구들이  학교생활 응과 련된 변인으로 사

회  변인( 인 계의 질), 심리  변인(목표지향, 학업

동기, 자기효능감), 학습사 변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에서 많은 연구들이 학교 응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자아효능감을 들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완벽주의, 가족기능, 사회  지지, 정서

지능, 정서  지지 등의 변인들과 학교 응 사이에서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향을 다는 연구 결과들

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학업소진과 학교 응 사이에

서의 역할에 한 연구들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해하는 학업스트 스와 학업소진의 수 과 향력이 

심각한 만큼 학업소진과 자기효능감이 학교 응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고  자기효능감이 학업소진과 학교

응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학생 시기는 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학업

인 면과 정서 인 면에서 더 안정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3학년들은 상 학교 진학을 앞두고 더 많은 갈등을 할 것

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3학년을 상으로 그들

의 학업소진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기효능감이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1-1. 학업소진은 자기효능감에 부 향을 미칠 것

이다.

 1-2. 자기효능감은 학교 응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1-3. 학업소진은 학교 응에 부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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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2-1. 자기효능감은 학업소진과 학교 응 사이를 매

개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2014년 6월 9일부터 20일 사이에 G시에 있는 세 곳의 

학교 3학년 학생 713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

 남학생은 226명, 여학생은 487명이었다. 

3.3 검사도구

3.3.1 학업소진

박일경(2010)이 번안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 - Student  Survey)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된 MBI-SS 척도를 사용하 으며 하 척도는 고갈(4), 

냉담(5), 무능력(6)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지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소진 척도의 내 일치

도 계수(α)는 .9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소진 평균은 42.25(표 편

차 11.65) 으며, 최소값은 15 , 최 값은 75 이었다. 

 3.3.2 학교적응

학교 응 수 을 측정하기 하여 이규미와 김명식

(2008)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 다. 학교 응척도의 하

요인은 학교공부(8), 학교친구(10), 학교교사(10), 학교

생활(10)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4  

Likert형 척도로 '  그 지 않다'(1 )에서부터 '항상 

그 다'(4 ) 사이에 평정하게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

록 학교 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학교 응 척도의 내 일치도 계수(α)는 .945로 매우 높았

으며, 학교 응 평균은 111.06(표 편차 18.47)이었으며, 

최소값은 54 , 최 값은 150 이었다. 

3.3.3 자기효능감

비교  안정성 있는 개인의 일반  자기효능감을 측

정하기 해 만들어진 김아 , 차정은(1996)의 것을 김아

(1997)이 수정한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으며, 하 척도는 자신감(7), 자기조 효능감(11), 과제난

이도선호(7)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지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 식 5  척도를 사

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 일치도 

계수(α)는 .831이었고, 자기효능감 평균은 78.49(표 편

차 10.23) 으며, 최소값은 39 , 최 값은 113 이었다. 

4. 연구결과

4.1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간 상 계를 검증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업소진은 자기

효능감(r=-.455, p<.01), 학교 응(r=-.439, p<.01)과 모두 

부 인 상 을 보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학교 응과 

정  상 을 보 다(r=.485, p<.01).

 

1 2 3

Academic

 burnout 

Self-efficacy -.455
**

School

 adjustment 
-.439

**
.485

**

** p <.01

<Table 1> a correlation coefficient  

 

4.2 모형적합도 분석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이 유의미한 지 

검증하기 해서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의 검증에 앞서 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으

며 합도 지수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AMOS

에서 모형의 합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지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TLI, CFI, RMSEA의 값을 기 으로 하 다. 

일반 으로 TLI, CFI값은 .09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볼 

수 있으며 RMSEA값은 .08이하이면 체로 양호한 모형

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본 연구 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다른 두 

지수는 양호하 으나 RMSEA 값이 .109로 .10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에 수정지수(MI)를 검토하고 독립변인인 학

업소진과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 사이에 3개

의 공분산 설정을 하 다(①학업소진_고갈의 오차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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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_자신감의 오차항, ②학업소진_무능력과 자

기 효능감의 오차항, ③자기효능감_자기조 효능감의 오

차항과 자기효능감_자신감의 오차항). 이 게 세 개의 오

차항을 연결한 후의 모형 합도는 모두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었다. 

name of

fit

 index

X
2

df p TLI CFI RMSEA

index 189.11 29 .000 .911 .942 .088

<Table 2> Goodness-of-fit statistics

4.3 경로모형 검증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값은 <Table 3>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학업소진에서 자기효능감(b=-.429, 

p<.001)으로 가는 부 인 경로계수가 유의하 는데, 이

는 학업소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떨어졌음을 나타

낸다. 그리고 학업소진은 학교 응과의 사이에서도 부

인 향을 미치고 있다(b=-.223, p<.001). 즉 학업소진

이 높을수록 학교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쳤는데(b=.622, p<.001),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높다는 것을 알려 다. 이상을 종합하

면 연구 문제 1의 모든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Path 

Unstandar

dized 

coefficient 

(β)

Standa

rdized 

coeffici

ent (b)

S.E C.R

Academic burnout

→ Self-efficacy
-.175 -.42 .022 -7.94***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1.179  .62 3115 10.22***

Academicburnout→

School adjustment
-.173 -.22 .036 -4.83

***

<Table 3> Path analysis 

4.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 3변인이 두 변인의 계를 매개하는 간 효과

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직 효과와 간 효과를 살펴보

았다.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학업소진이 학교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데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소진과 

학교 응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소진과 학교 응 사이

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2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cademic burnout 

→ Self-efficacy
-.42 -.42

Self-efficacy 

→ School adjustment
 .62  .62

Academic burnout 

→ School adjustment
-.490 -.22 -.27

<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이상의 연구 결과를 최종 연구 모형으로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즉 학업소진과 학업 응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모형이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학생의 학업소진이 학교 응에 미치는 

직  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교 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학생의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학업

소진의 직 효과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부분매개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모형검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업소진은 자기효능감에 부정 인 직

 향을 미쳤다. 즉 학업소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낮았다. 이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들, 국학생, 

만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하 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교 응에 정 인 직  향

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 응을 잘하며 

이는 등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한 상  측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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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nal research model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다는 연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와 우울은 낮았으며, 학교 응은 높았

다는 연구, 자기효능감증진 사회극 로그램은 고등학교 

복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을 효과 으로 조 할 수 있다는 

효능감, 어렵지만 도 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생활에 높은 응력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셋째, 학업소진은 학교 응에 부정 인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소진이 높을수록 학교 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업소진과 학교

응 계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학업소진은 학

교생활만족도, 학교행복감과 부  상 이 있다는 연구들

이 이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업  소

진은 학교 응에 직 인 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업소진이 높으면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자기효능

감을 높여 으로써 간 으로 학교 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의 학업스트 스나 학업소진 등의 부정 인 상황에서도 

학교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  자원이므로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부

응으로 기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상자가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주, 차정은, 김태은(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학교 응 간의 상 은 등학교에서 학교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이 

학교 응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검증해보

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등학생과 고등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학교 응에 련된 변인들로는 사회  변인, 심

리  변인, 개인의 학습사(學習史) 등이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심리 이며 개인 인 변인인 자기효능감만을 연

구하 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  변인에 해당하는 가족

기능이나 사회  지지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인 계의 

질이 학업소진과 학교 응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

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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