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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잘하려는 사회 이유, 즉 사회 목표(사회 승인목표, 참

여목표, 지 목표, 심목표 책임목표)가 성취목표지향성(숙달 근목표, 수행 근목표) 기본심리

욕구를 매개로 래 계의 질과 수업참여에 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 이 있었다.

연구 상은 3개 학교에서 표집된 학생 582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 승인목표는 수행 근

목표를 정 으로, 기본심리욕구를 부 으로 측하 으며,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수업참여

래 계 질을 부 으로 측하 다. 둘째, 사회 참여목표는 수행 근목표와 래 계의 질을 정 으

로, 숙달 근목표와 수업참여를 부 으로 측하 으며, 숙달 근목표를 매개하여 수업참여를 부 으

로 측하 다. 셋째, 사회 지 목표는 수행 근목표와 숙달 근목표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도

모두 정 으로 측하 다. 넷째, 사회 심목표는 수행 근목표를 부 으로 측한 반면, 숙달

근목표, 기본심리욕구, 래 계 질을 이미 정 으로 측하 다. 사회 지 목표와 심목표는 각

각 기본심리욕구의 단일매개를 통해, 는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의 이 매개를 통해 래

계의 질을 정 으로 측하 다. 한 사회 지 목표는 기본심리욕구 숙달 근목표의 단일매개

를 통해, 사회 심목표는 기본심리욕구 숙달 근목표의 단일매개뿐만 아니라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의 이 매개를 통해 수업참여를 정 으로 측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책임목표는

수업참여에 해 정 직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이론 함의를 논의하고, 향

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주요어 : 사회 목표,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래 계의 질, 수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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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해마다 학교에서 응해야 할 많

은 일들에 부딪힌다. 교사, 학 의 규범과 규

칙, 수행에 한 기 , 과제 난이도가 해마다

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 이러

한 변화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응하느냐가

이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성공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다. 특히, 등학교에서 학교

로의 이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입

시 주 교육으로의 환을 경험하며(김명희,

하정희, 2008), 래 계 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

다(Eccles, 2004). 따라서 기 청소년기에 학업

, 사회 변화에 응하는 것은 이후 학교

에서의 성공에 매우 요하다.

통 으로 학교 응(school adjustment)을 평

가하는 핵심 요소로 학생들의 학업 성장이

나 성취를 다루었다(Birch & Ladd, 1996). 수업

참여는 이러한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인 동시에 도탈락 방지에 한 강력한

측요인이라는 에서(김남희, 김종백, 2011;

Skinner, Furrer, Marchand, & Kinderman, 2008),

한 성공 인 학습결과 뿐만 아니라 심리

안녕감과 련이 있다는 에서(Patrick, Ryan,

& Kaplan, 2007; Skinner et al., 2008) 학생들의

학교 응을 평가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응은 학생의 학업성취뿐만 아

니라 더 넓은 수 에서 학교에 한 태도, 심

리 안녕감, 사회 계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 친구의 지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

을 피하는데 정 효과가 있으며, 친구 계

에서의 친 감이나 우정의 질이 학교 환경에

서 학생을 지지하며 그의 응을 돕는다(Birch

& Ladd, 1996). 래 계의 질이 좋을수록 친

사회 행동을 많이 하고, 인기가 높으며, 높

은 자아존 감과 학교에 한 정 인 태도

를 가질 뿐만 아니라 높은 성취를 보여 다

(양하련, 이은주, 2014; Berndt & Keefe, 1996).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 응은 학업

응과 사회 응을 포 하는 개념으로 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들은 부분 학업 응 는 사회

응에 한정하여 진행된 경향이 있다. 특히

등학교에서 학교로의 이동을 경험하면서 학

업 환경뿐만 아니라 래 환경의 변화를 크

게 겪는 기 청소년기의 학교 응을 이해하

기 해서는 학업 역과 사회 역을 통

합 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 장에서 학생들의 성취와 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목표이론과 동기이론

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기본심리욕

구이론에 의하면 유능성, 계성, 자율성과 같

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는 인간 행동을 설명

하고 측하는 요한 개념이다(이명희, 김아

, 2008).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학생의 학

업성취나 학교생활 만족, 진로결정 등 개인의

심리 성장과 발달, 환경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인 요소이다(김아 , 2010). 이러한 기

본심리욕구는 목표에 한 이유를 설명하는

성취목표지향성과 련되어 있다(Betoret &

Artiga, 2011).

성취목표지향성은 교육 성취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Senko, Hulleman, &

Harackiewicz, 2011).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성취 학교 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연, 조한

익, 2013; 김종렬, 이은주, 2012). 그런데 이러

한 연구들은 부분 개인이 학습을 하는 이유

와 목표에 을 두고 있다. 즉, 학습을 하는

이유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사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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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하 으며 사회 계의 향을 고려

하지 않은 제한 이 있다(염혜선, 이은주,

2015; Liem, 2015). 하지만 비교문화

의 연구결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

회 목표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핵심 인 요소임을 보고하고 있다(King,

McInerney, & Watkins, 2013; Liem & Nie, 2008).

학생들은 학업 인 목표보다 사회 인 목표를

더 추구할 수 있으며(Horst, Finney, & Barron,

2007), 사회 인 목표 때문에 학업에 더욱 열

할 수도, 그 지 못할 수도 있다(Wentzel,

1999). 한 사회 목표가 도움 구하기, 학습

략, 학업성취 등 학교 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Inerney, 2008). 따라서

사회 특성과 계를 반 한 사회 목표와

개인의 능력과 련된 학업 목표인 성취목

표지향성을 함께 다룰 때 학생들의 목표를 통

합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기본심리욕

구와 학업 사회 응에 한 설명은

보다 정확하고 풍부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뿐

만 아니라 사회 목표를 포함하여 기본심리

욕구, 래 계의 질 수업참여의 구조 인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 목표

의 각 유형들과 래 계의 질 수업참여의

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과 기본심리욕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사회 목표, 학업 성취목표지향성, 기

본심리욕구, 래 계의 질 수업참여의 구

조 계는 어떠한가?

2. 사회 목표와 래 계의 질, 수업참여

의 계에서 학업 성취목표지향성과 기본심

리욕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선행연구 고찰

동기에서의 목표 연구들은 부분 학업과

련된 목표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

목표는 간과하거나 사회 계의 향을 설

명하는데 심이 부족하 다(Liem, 2015; Martin

& Dowson, 2009). 학교 응에서 사회 역의

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 목표에 한 심

이 확 될 필요가 있다(Martin & Dowson,

2009). 실제로 학교 공부의 사회 이유인 사

회 목표가 학교 환경에서 성취동기를 설명

하는 강력한 요인임이 확인되고 있다(King,

McInerney, & Watkins, 2010; Wentzel, 1999). 다

수의 사회 목표에 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이유로 인해 학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orst et al., 2007). 즉,

학생들의 동기의 역동성을 더 잘 이해하기

해서는 학업 목표와 함께 사회 목표를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Deci & Ryan, 2000; King

et al., 2010).

최근의 사회 목표에 한 연구에서

Dowson과 McInerney(2004)은 GOALS-S(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Survey) 척도의

개발을 통해 서로 구분되는 5개의 사회 목

표를 확인하 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 목표

는 집단의 소속감을 강화하거나 사회 계

를 유지하기 해 성취하려는 사회 참여목

표(social affiliation goal), 부모, 교사, 래에게

인정받기 해 성취하려는 사회 승인목표

(social approval goal), 타인에게 학업 인 는

개인 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해 성취하려

는 사회 심목표(social concern goal), 자신의

사회 역할의 의무 수행, 사회 도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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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기, 타인에 한 책임감을 해 성취하려

는 사회 책임목표(social responsibility goal), 학

교에서 는 이후의 삶에서 사회 지 를 획

득하기 해 성취하려는 사회 지 목표(social

status goal)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회 목표는 사회 으로 추동되는

목표의 한 종류로 정의된다는 에서 개인의

능력과 연 된 성취목표지향성과 구별되며,

사회 계 특성을 반 한다는 에서 보

다 포 이다(King, Ganotice, & Watkins, 2014).

Urdan과 Maehr(1995)는 사회 목표들이 성취목

표들을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어

떠한 성취를 얻거나 피하고자 하는 방식을 결

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Anderman과 Anderman

(1999)의 연구에서 사회 책임목표가 높을수

록 숙달 근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Hicks(1997)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래집단

에서 승인 지 를 추구하는 것과 련된

사회 목표들을 많이 추구할 경우 수행 근

목표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 King 등

(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 심목표와 심층

략, 동기 참여 등과의 련성을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 목표가 성취

목표지향성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이하

며, 그 이유에 따라 개인이 성취를 추구하고

해석하는 틀 한 달라진다(Elliot & McGregor,

2001). 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이

나 성취를 단하느냐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성취행동

에 한 이유이자 목표에 한 출발인 사회

목표와 성취목표지향성이 기본심리욕구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teele-

Johnson, Heintz, & Miller, 2008). 선행연구들(김

수연, 조한익, 2013, Elliot & McGregor, 2001)은

일 으로 숙달목표가 기본심리욕구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수행목표는

체 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유의한 계가 없음

을 보고하고 있다. Dowson과 McInerney(2004)가

제안한 사회 목표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에

서 발달하여 사회 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성취목표지향성과 유사한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에서 사회 목표는 기본

심리욕구와 련이 있을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Patrick, Hicks Ryan(1997)은 책임목표

가 높은 학생은 그 지 않은 학생들 보다 자

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했다. Ryan, Hicks와

Midgley(1997)은 사회 지 목표가 높은 학생

이 학업 과제에서 도움 구하기를 꺼려한다

고 보고했는데, 래집단의 인기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능력에 한 래들

의 단에 민감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

는 것을 자기 가치에 한 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 사회 심목표는

노력, 동기 참여 등 정 인 결과들과

련이 있음을 보고했다(King et al., 2010). 이러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목표와 성취

목표지향성이 기본심리욕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사회 , 학업 목표와 동기에

한 연구들은 각각 사회 , 학업 역에서

독립 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두 개

의 역을 통합 으로 다룬 연구들(염혜선, 이

은주, 2015; Liem, 2015)이 보고되고 있다. 사회

응에 련된 목표와 동기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사회 지 권력과 련

된 사회 목표는 계 공격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친 감과 련된 목표는 신체

공격성에 부 인 향을 미친다(Ojan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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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황에서 사회 친 감 목표가 높

을수록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려는 의지가

높았다(Yablon, 2012).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목표는 개인의

성장과 개발에 심이 있기 때문에 동을 우

정과 학습의 수단으로 여기고 친구를 학습의

트 로 생각한다(Levy, Kaplan, & Patrick,

2004).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래지지 래

계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염혜선, 이은주,

2015; Patrick et al., 2007). 반면에, 수행목표는

자기에게 집 함으로써 친구들의 의견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거나, 사회 비교에 한 지

나친 심으로 자신의 약 을 노출하거나 공

유하기를 두려워하여 친구들과의 친 감과 신

뢰감이 감소하며(Levy-Tossman, Kalpan & Assor,

2007), 래 계의 질이 낮아진다(염혜선, 이은

주, 2015). 하지만 수행목표가 래만족과

련이 없거나(Anderman & Anderman, 1999),

정 련성이 보고되기도 하여(Liem, Lau, &

Nie, 2008)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한 기본심

리욕구는 사회 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 능력에 한 지향성과 련되어 있으

므로(Ryan & Shim, 2006) 기본심리욕구가 학교

생활 응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이명희, 김아 , 2008). 한 기

본심리욕구는 숙달 근목표가 학교 응 학

업성취에 미치는 정 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수행 근목표와 학교 응

학업성취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김수연, 조한익, 2013).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 목표가 학업 성취목표에 선행하는

요인이며, 학업 성취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통해 학업 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구체 인

변인간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참

여는 학습자의 동기 련 특성에 향을 받으

며(Patrick et al., 2007; Skinner et al., 2008), 특

히 학습자의 성취목표에 향을 받는다

(Mouratidis, Vansteenkiste, Sideridis, & Lens, 2011;

Skinner et al., 2008). 사회 목표는 학생들의

수업참여에 있어 요한 선행요인이며(Urdan

& Maehr, 1995), 행동 참여 정서 참여

와 련이 있다(King & Watkins, 2012). 숙달

근목표와 수행 근목표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

회 심목표가 노력과 동기 참여에 유의

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Mcbride, McInerney, & Watkins, 2010). 한

사회 책임목표가 과제의 지속과 노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an,

Xiang, & Keating, 2013). 성취목표지향성의 경

우 숙달 근목표는 학습 자체에 즐거움과 숙

달을 추구하므로 수업참여가 극 으로 이루

어지는 반면(김정근, 이은주, 2015; Gonida,

Voulala, & Kiosseoglou, 2009), 수행 근목표의

경우 지속성과 노력 등에 정 향을 미치

거나(Guan et al., 2013), 수업참여에 부정

향을 미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김정

근, 이은주 2015). 한 기본심리욕구가 만족

될수록 수업참여, 과제지속성 학습결과에

더 정 인 결과를 가져왔으며(김남희, 김종

백, 2011), 숙달목표와 학업성취의 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의 역할도 확인되었다(김수연,

조한익, 2013).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숙달 근목표에 해 사회

심, 지 , 책임목표의 정 측효과와

사회 참여목표의 부 효과를 상하 으며,

학업 수행 근목표에 해 사회 승인, 참

여, 지 목표의 정 효과와 사회 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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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 효과를 상하 다. 기본심리욕구에

해 사회 심, 지 , 책임목표의 정 효과

와 사회 승인과 참여목표의 부 효과를

상하 다. 학업 숙달 근목표는 기본심리욕

구, 래 계 수업참여에 정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학업 수행 근목표는 수업참여

에 해 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사회 목표, 학업 성취목표지

향성, 기본심리욕구, 수업참여 래 계의

질의 구조 계를 알아보기 하여 3개

학교에 재학 인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

시하 다. 총 611부를 배부하고 설문지 불

성실하게 응답한 29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91

명, 여학생 291명으로 구성된 592명을 상으

로 하 다. 사 에 연구자가 연구 상 학교의

담임교사들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과 유

의사항을 설명하 으며, 교실에서 담임교사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검사 소요 시간은

20∼25분 정도 다.

측정도구

사회 목표

사회 목표를 측정하기 해 Dowson

과 McInerney(2004)가 개발한 GOALS-S(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Survey)를 사용

하 다. GOAL-S 척도 사회 목표와 련

된 5개의 요인은 필리핀과 같이 집단주의

그림 1. 연구변인 간 구조 계에 한 연구모형

주) 정 인 향이 상되는 경로는 실선, 부 인 향이 상되는 경로는 선으로 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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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의 학생들에게도 용가능한 척도로서,

문화 특성에 편향되지 않은 척도임이 확인

된 바 있다(King & Watkins, 2012).

사회 참여목표( :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해서 학교에서 잘하고

싶다), 승인목표( :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

기 해서 학교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 지

목표( : 나는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기 해

서 학교생활을 잘한다) 책임목표( : 나는

내가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해서 학교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는 각각

4문항, 그리고 사회 심목표( : 나는 다른

학생들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잘하

기를 원한다)는 5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을 번안한 후 교육심리

공교수 2인과 함께 내용타당도 검토 번역

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문항을 완성하 다.

각 문항은 6 Likert식 척도로 응답자의 반

응을 측정하 다. 하 요인별 측정변수는 요

인부하량의 크기를 고려한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 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참여목표가 .908, 승인목표가 .915, 심

목표가 .926, 책임목표가 .824, 지 목표가 .927

로 나타냈다.

학업 성취목표지향성

이주화와 김아 (2005)이 개발한 성취목표지

향성 척도 숙달 근목표 5문항, 수행 근

목표 5문항, 총 10문항을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Likert 6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요인별 측정변수는 요인부하량의 크기를 고

려한 문항 묶음화를 실시하 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숙달 근목표 .793, 수행 근

목표 .838을 나타냈다.

기본심리욕구

Ryan과 Deci(2002)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

도를 바탕으로 이명희와 김아 (2008)이 개발

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율성 6문항, 유능성 6문항, 계성 6문항,

총 18문항이며, Likert 6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율성 .732, 유능성 .781, 자율성 .820을 나타

냈다.

래 계의 질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항목 에 래와의 계

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2)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 다. 정서 안정, 신뢰, 도움, 친 감, 인

정, 계의 즐거움과 련된 친 감 20문항,

무시와 고립감, 갈등, 일방 주도와 련된

고립감 20문항으로, 총 40문항이며, Likert 5

형식으로 측정하 다. 하 요인별 측정변수는

요인부하량의 크기를 고려한 문항 묶음화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4를 나타냈다.

수업참여

Skinner 등(2008)이 학생들의 수업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수업참여 척도를 김남

희와 김종백(2011)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 행동 참여 5문항,

정서 참여 5문항, 총 10문항을 사용하 으

며, 5 Likert 형식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행동 참여

.854, 정서 참여 .926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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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

SPSS 18.0과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각 측정변수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률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계수 추정방법은 최 우

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 다.

사회 목표,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래 계의 질 수업참여의 구조 계를

악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 다.

모델 합도를 단하기 해 χ² 검증과 함께

NFI, TLI, CFI, RMSEA 지수 등을 검토하 다.

NFI, TLI, CFI가 9.0이상이면 최 의 모형,

RMSEA가 .08이하면 괜찮은 합도를 용하

다(홍세희, 2000). 사회 목표와 래 계의

질 수업참여 사이에서 성취목표지향성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서

비표 화 경로계수와 표 오차를 사용한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상 분석

연구모델에 포함된 주요변인 간의 기술 통

계치를 산출하고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첫째, 사회 목표의 경우, 책임목표(M=

4.25, SD=6.78), 참여목표(M=4.03, SD=6.33),

심 목표(M=3.96, SD=6.13), 지 목표(M=3.88,

SD=4.21), 승인목표(M=3.77, SD=6.99) 순으로

책임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승인목표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숙달 근목표가

(M=4.08, SD=4.59)이 수행 근목표(M=3.95,

1 2 3 4 5 6 7 8 9 10

1. 참여목표 1

2. 승인목표 .648 1

3. 심목표 .686 .649 1

4. 책임목표 .717 .724 .738 1

5. 지 목표 .473 .567 .466 .572 1

6. 숙달 근목표 .324 .361 .464 .396 .379 1

7. 수행 근목표 .433 .472 .331 .452 .520 .512 1

8. 기본심리욕구 .159 .107 .321 .198 .228 .355 .092 1

9. 래 계 질 .383 .290 .492 .385 .284 .299 .147 .558 1

10. 수업참여 .214 .301 .383 .383 .296 .545 .274 .355 .327 1

M 4.03 3.77 3.96 4.25 3.88 4.08 3.95 4.45 3.46 2.85

SD 6.33 6.99 6.13 6.78 4.21 4.59 5.37 11.68 16.93 5.93

p, p, p

표 1. 주요 변인의 상 계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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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5.37)보다 높은 수 을 나타냈다.

둘째, 사회 목표의 각 하 요인은 숙달

근목표 수행 근목표와 모두 유의한 정

상 (r=.324∼ .520, p<.01)을 보 으며, 사회

지 목표와 수행 근목표 간에 가장 높은 정

상 (r=.520, p<.01)을 보 다. 기본심리욕

구와의 상 계를 살펴보면, 사회 목표의

하 요인들은 기본심리욕구와 유의한 상

(r=.107∼ .321, p<.01)을 나타냈으며, 하 요

인 사회 심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사회 승인목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사회 목표의 각 하 요인과 래 계

의 질 수업참여와의 상 을 보면, 래

계의 질(r=.284∼ .492, p<.01)과 수업참여

(r=.214∼ .383, p<.01)와 모두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하 요인 사회 지 목표가

래 계의 질과 가장 낮은 상 , 심목표가

가장 높은 상 을 나타냈으며, 사회 참여목

표가 수업참여와 가장 낮은 상 , 사회

심목표가 가장 높은 상 을 나타냈다.

셋째, 숙달 근목표는 기본심리욕구(r=.355,

p<.01), 래 계의 질(r=.299, p<.01), 수업참

여(r=.545, p<.0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수행 근목표는 수업참여(r=.274, p<.01)와

유의한 정 상 을, 래 계의 질(r=.147,

p<.01), 기본심리욕구(r=.092, p<.05)와 약한 정

상 을 보 다.

넷째, 기본심리욕구는 래 계의 질(r=.559,

p<.01)과 비교 강한 상 계를 보 고, 수

업참여(r=.355, p<.01)와는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구조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

증하 다. 그 결과, χ²=528.251, d f=164,

p<.001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다른 합도 지수는 TLI=.944, CFI=

.960, RMSEA=.062로 모두 수용할 만한 수 을

나타냈다. 한 모형 내 각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582에서 .936으로 모두 유의미하므

로(p<.001)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합한

것으로 단하 다.

연구모형의 합도를 살펴본 결과, χ² =

536.512, df=174, p<.001으로 통계 으로 유의

미하 지만, 다른 합도 지수는 TLI=.947,

CFI=.960, RMSEA=.060으로 연구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모형에

서 제외된 경로들 유의미한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잠재변인 간 모든 경로를 가정

한 모델을 추가로 검증하 다. 그 결과 모형의

합도는 χ²=528.251, d f=164, p<.001이었으

며, TLI=.944, CFI=.960, RMSEA=.062로 나타났

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간명할 뿐만 아니라

합도도 높음을 확인하 다; △χ²=8.261, △d f

= 10, p>.05.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

은 경로 유의미한 경로는 없었다. 연구모

형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경로별 표 화계수

는 그림 2에 제시하 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24개 경로 18개의 경로 추정치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승인목표는 수행 근목표를 정 으

로 측한 반면(β=.269, p01), 기본심리욕구

를 부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44, p.001). 따라서 사회 승인목표를 추

구할수록 수행 근목표는 높고, 기본심리욕구

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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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목표는 숙달 근목표, 래 계의 질, 수

업참여에 해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참여목표는 숙달 근목표(β=-.177, p

.05)와 수업참여(β=-.207, p.05)를 부 으로

측한 반면, 수행 근목표(β=.233, p.05)와

래 계의 질(β=.210, p.05)을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참여

목표를 추구할수록 숙달 근목표와 수업참여

가 낮고, 수행 근목표와 래 계의 질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참여목

표는 기본심리욕구에 해 유의한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목표는 숙달 근목표(β=.523, p

.001), 기본심리욕구(β=.491, p.001), 래

계의 질(β=.254, p.05)을 정 으로 측한 반

면, 수행 근목표는 부 으로 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190, p.05). 따라서 사회

심목표를 추구할수록 수행 근목표가 낮은

반면, 숙달 근목표, 기본심리욕구, 래 계

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심목표는 수업참여에 해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사회 지 목표는 숙달 근목표(β=.215, p

.001), 수행 근목표(β=.308, p.001), 기본심

리욕구(β=.235, p.001)를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지 목표를 추

구할수록 숙달 근목표, 수행 근목표, 기본심

리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 지

목표는 래 계의 질, 수업참여에 해 유

의한 효과가 없었다.

사회 책임목표는 수업참여를 정 으로

측하 다(β=.419, p01). 따라서 사회 책임

목표는 수업참여의 증가에 정 효과가 있

그림 2. 사회 목표,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래 계의 질 수업참여 간의 구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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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숙달 근목표, 수행

근목표, 기본심리욕구, 래 계의 질에

해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성취목표지향성 숙달 근목표는 기본심

리욕구(β=.330, p.001) 수업참여(β=.591, p

.001)를 정 으로 측하 지만, 래 계의

질에 해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수행 근

목표 한 기본심리욕구, 래 계의 질, 수업

참여에 해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본심리욕구는 래 계의 질(β= .564, p

001), 수업참여(β= .164, p01)를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심리

욕구의 만족이 높을수록 래 계의 질과 수

업참여에 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Sobel(1982) 검증

을 실시하 다. 표 2에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간 효과로 분해하여 얻은 결과를 제시

하 다. Z의 값이 1.96이상이면 p5수

에서 유의하고, 2.58이상이면 p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단한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승인목표

는 래 계의 질 수업참여에 해 직

효과는 없지만,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래 계의 질(Z=-3.08) 수업참여(Z=-2.14)

에 부 으로 유의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목표와 수업참여의 계의 경우,

사회 참여목표의 직 효과가 유의할 뿐만

아니라 숙달 근목표를 통해 수업참여에 이르

경로유형 매개효과 Z

사회

승인목표

→ 기본심리욕구 → 래 계의 질 -.327 -3.08

→ 기본심리욕구 → 수업참여 -.005 -2.14

사회

참여목표
→ 숙달 근목표 → 수업참여 -.095 -2.04

사회

심목표

→ 기본심리욕구 →
래 계의 질

.561 3.93

→ 숙달 근목표 → 기본심리욕구 → .205 3.16

→ 숙달 근목표 →

수업참여

.323 4.72

→ 기본심리욕구 → .065 2.38

→ 숙달 근목표 → 기본심리욕구 → .024 2.16

사회

지 목표

→ 기본심리욕구 →
래 계의 질

.246 3.32

→ 숙달 근목표 → 기본심리욕구 → .075 2.52

→ 숙달 근목표 →
수업참여

.116 3.17

→ 기본심리욕구 → .032 2.25

p, p, p

표 2.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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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2.04). 하지만 사회 참여목표와 수업참

여의 계에서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

의 이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심목표에서 래 계의 질과 수업

참여로의 간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심목표와 래 계의 질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Z=3.93),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의 이 매개효과

(Z=3.16)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사회 심목표와 수업참여의 계에서

숙달 근목표의 매개효과(Z=4.72), 기본심리욕

구의 매개효과(Z=2.38), 숙달 근목표와 기본

심리욕구의 이 매개효과(Z=2.16)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심목표는 래

계 질 수업참여에 해 공통 으로 기본

심리욕구를 단일매개로, 그리고 숙달 근목표

와 기본심리욕구를 이 매개하여 유의한 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지 목표와 래 계 질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Z=3.32), 숙달 근목

표와 기본심리욕구의 이 매개효과(Z=2.52)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지 목표와 수업참여와의 계에서 숙달 근

목표의 매개효과(Z=3.17), 기본심리욕구의 매

개효과(Z=2.2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의 이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지 목표는 래 계의 질에 직 효과 뿐

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를 이 매개하여 래

계의 질에 정 인 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지 목표는 숙달 근목

표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수업참여에

해 유의한 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론 , 경험 틀을 기 로 하

여 사회 목표,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

구, 래 계의 질 수업참여의 계에

한 구조 계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 다.

이를 통해 련 변인들 간의 구조 계와

함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에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목표와 성취목표지향성의

계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사회 심목표가 높을수록 숙달 근목

표도 높은 반면, 수행 근목표는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Anderman과 Anderman(1999)의 연구

와 일치한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자

신이 의미 있는 개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속

감을 느끼게 되면 자기(self)에 집 하기보다는

과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 하게 된다(Goodnow, 1992). 사회

심목표를 추구할수록 학교나 래집단에 받아

들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과제 자체에 집

하므로 숙달 근목표가 높아지게 되는 반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유능성을 획득하고 과제보

다 자아에 집 하는 수행 근목표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지 목표가 높을수록 숙달 근목표

뿐만 아니라 수행 근목표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업은 사회계층을 상승시키는 하나

의 방법으로 간주되며(Tao & Hong, 2014), 그

경향성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욱 두드러진

다(King et al., 2014). 이처럼 사회 반에 걸쳐

학업성취가 사회 지 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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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인식과 신념으로 인해 학생들은 사

회 지 에 한 추구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 사회 지 목표가 미래의 더 나

은 상황을 한 노력(신종호, 진성조, 2013),

미래에 한 기 (Lens & Moreas, 1994)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성, 극성,

도 성 등의 특징을 보이는 근 지향 목표

(박병기, 정기수, 김선미, 이종욱, 2005)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승인목표와 참여목표가 수행

근목표를 정 으로 측한다는 결과 역시

Anderman과 Anderman(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 래집단 사이에서의 사회

계나 소속감에 을 둔 학생들은 자신의 학

업 성공이나 성취의 증거들을 래집단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사회 참여목표가

높은 학생들은 래집단이 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

는 비교집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사회 참여목표를 추구할수록 래들과

의 상 비교에 주목하고 래들의 평가에

심이 크기 때문에 학업 상황에서도 타인

과의 비교를 통해 유능성을 획득하는 수행

근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승인목표가 높다

는 것은 부모, 교사, 래 등의 인정을 요하

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Dowson & McInerney,

2004). 따라서 사회 승인목표를 추구할수록

타인의 인정을 받기 해 다른 사람보다 잘

하거나 은 노력으로 성공하여 자신의 능력

을 보여주려는 수행 근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회 책임목표는 숙달 근목표

수행 근목표에 해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

었다. 이는 사회 책임목표가 숙달 근목표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Anderman과 Anderman

(1999)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

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회 책임목

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책임목표에 해 Anderman과 Anderman

(199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시나 규율을 따

르며 침착하고 일 으로 노력하려는 마음이

나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역할의 의무 수행, 사회

도덕 규칙 따르기, 타인에 한 책임감 때

문에 성취하려는 목표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

회 책임목표에서 의미하는 사회 책임의

범 와 상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과의 계

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 목표와 기본심리욕구의 계

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심목표 지 목표가 높을수록 기본심

리욕구의 충족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 승인

목표를 추구할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목표가 높을

수록 타인과의 계가 좋아지고, 타인을 도움

으로써 다양한 정 인 결과들을 얻게 된다

는 (Wentzel, 1999)에 기 해 볼 때 사회

심목표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에 정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

지 목표가 높을수록 구체 인 미래목표 설정

이 가능하여 학습동기와 과제 지속성이 높고

(Simon, Vansteenkiste, Lens, & Lacante, 2004), 보

다 많은 성취를 가능 하여 기본심리욕구 만

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

승인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에 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승인목표는

벌, 칭찬과 같은 행동의 직 인 결과물에

의해 움직이는 외재 동기유형과 련이 깊

다. 따라서 외재 동기가 기본심리욕구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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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안녕감과 부 인 계에 있다는 Deci와

Ryan(2000)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승

인목표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낮

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성취목표지향성과 기본심리욕구의

계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

달 근목표는 기본심리욕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달 근목표

가 학생의 흥미, 유능성, 자기결정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수연, 조한익, 2013)를 지

지한다. 숙달 근목표는 학습활동 그 자체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재 동기와 련이 깊

고(Butler, 1987), 학습자의 노력과 발 에 가치

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고 유능감을

증진하기 때문에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수행 근목표가 기

본심리욕구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행 근목표는 타인의 평가에 해

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Senko et al.,

2011), 타인보다 상 으로 높은 수행에 심

을 두는 등 외 동기를 지향하므로 기본심리

욕구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의 계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가 수업

참여에 해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수록 수업참여를 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김종렬, 이은주, 2012).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학습상황에서 자기주도

으로 참여하고 내재 동기가 유발되어 수업

참여를 잘하는 것이다. 한 학업 역에서

의 정 효과뿐만 아니라 래 계의 질과

같이 사회 역에서의 응에도 정 효

과가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높다

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는

재능을 사용하여 사회 환경과 극 으로 상

호작용하며(Deci & Ryan, 2000), 다른 사람과

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

미한다(Baumeister & Leary, 1995). 따라서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래집단과 극 인 상호

작용을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심을 공유하

게 되므로 래 계의 질을 높이게 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다섯째, 사회 목표가 성취목표지향성과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래 계의 질에 미치

는 효과에 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참여목표가 래 계의 질을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목표

는 친구를 사귀고 친 한 계를 유지하며

래집단에 소속되기 해 학업상황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목표이다. 따라서 사회 참여목

표가 높을수록 래들과 가까워지기 해 노

력하므로 래 계의 질 한 높다. 하지만

사회 승인목표의 경우 기본심리욕구를 매개

하여 래 계의 질을 부 으로 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승인목표는 외 동기에 해당

되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낮아지게 되고,

기본심리욕구가 제 로 만족되지 못하면 래

계의 질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사회 심목표는 래 계의 질에 직

인 효과와 함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한

간 효과,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를 이

매개한 간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안녕에 도움을

주기 한 행동들은 과제 자체에 한 이해,

유능성과 계성 등의 만족에 기여하고 래

계를 개선하므로 래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내재

동기가 인간 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Deci와 Ryan(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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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생들의 학업 친사회 목표( 래의 학

업 문제를 도와주기)는 래의 인정과 련

이 있다는 Wentzel(1994)의 주장을 지지한다.

사회 지 목표 한 래 계의 질에 기본

심리욕구를 매개한 간 효과,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를 이 매개한 간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한 기 와

노력으로 나타나는 근 지향 인 특성들(박

병기 등, 2005)이 래 계에도 직·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사회 목표가 성취목표지향성과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수업참여에 미치는 효

과에 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

회 책임목표가 수업참여에 정 인 직 효과

를 나타냈다. 높은 수 의 사회 책임목표를

보이는 학생들이 학업성취수 이 높으며

(Wentzel, 1993), 자기효능감도 높다(Patrick et

al., 1997). 따라서 사회 책임목표가 높을수록

사회 규칙 는 사회 기 에 부응하기

해 주어진 학업과제에 매진하여 수업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사회 승인

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수업참여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승인목표를 추구할수록 부모나 교사의 인

정과 단에 을 두고 외재 동기에 의해

행동하게 되므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해

하게 되고, 결국 수업참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 사회 참여목표가 숙달

근목표를 매개하여 수업참여를 부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목표가

높을수록 낮은 수 의 성취결과를 보여 다는

McClelland(1985)의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 참

여목표가 높을수록 친구를 사귀거나 가까워지

기 한 것에 심을 가지게 되며, 래에

한 심은 과제 자체나 능력 향상에 한

심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업참여에 부정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책임목표, 승인목표 참여목표가

수업참여에 해 부 효과가 있는 반면, 사

회 심목표와 지 목표는 수업참여에 해

정 효과가 있었다. 한 사회 심목표와

지 목표는 숙달 근목표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거나 숙달 근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를 이 매개하여 수업참여를 정 으로 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King 등(2010)의 연구에서

도 사회 심목표가 노력, 동기 참여, 심

층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바 있다. 다른 학생들의 안녕에 도움을 주

기 한 행동들은 주어진 학습과제의 이해와

자신의 능력 발 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통해 극 인 수업참

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

회 지 목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학생들

에게는 외재 이고 통제 이라기보다는 내면

화된 외재동기의 특징을 갖는 (King et al.,

2014)을 고려한다면, 숙달목표 기본심리욕

구에 정 인 향을 미쳐 수업참여를 높인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목표

가 교육 인 결과들을 측하는데 있어 성취

목표지향성보다 더 요할 수도 있다(King et

al., 2014). 그러나 국내의 사회 목표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유형

의 사회 목표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GOALS-S 척도를 활용해 5개의 사회

목표의 유형을 구분하 고, 이러한 사회 목

표가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래 계의 질 수업참여와 어떤 계가 있

는지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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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사회 심목표와

지 목표를 추구하며, 숙달 근목표를 추구하

는 학생일수록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통해

사회 , 학업 응 수 이 높아짐을 확인하

다. 이처럼 사회 목표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하고 사회 목표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 목표에 한 선행연구를 확장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 목표와 성취목표지향성의

련성을 확인하 다는 이다. 많은 연구들이

학습동기의 역동성을 더 잘 이해하기 해서

는 학업 목표와 함께 사회 목표를 고려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염혜선, 이은주, 2015;

Anderman & Anderman, 1999; Deci & Ryan,

2000). 본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을 잘하고 열

심히 공부하려는 이유, 즉 사회 목표(사회

승인목표, 참여목표, 지 목표, 심목표

책임목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가에 따

라 성취목표지향성(숙달 근목표, 수행 근목

표)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 다. 따라서 학생들이 응 인 성취목표

를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

하기 해서는 학업 성취목표뿐만 아니라

학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

목표를 포 하는 종합 인 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일

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 상 선

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년과 지역의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

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면 이나 찰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 자료의 측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래 계의

질과 수업참여에 한정하여 사회 목표와의

계를 확인했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사

회 학업 변인들과 사회 목표와의

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목표에 한 심층 인 이해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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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Goal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Engagement

Yeonghun Hwang Eunju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goals, academic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basic psychology need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engagement of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592 seventh grade students in 3 middle schools.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approval goal, affiliation goal, and status goal had positive effects on performance-approach goals, whereas social

concern goal had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approach goals. Social concern goal and status goal had positive

effects on mastery-approach goals, whereas social affiliation goal had negative effects on mastery-approach goals.

Second, social concern goal and status goal had positive effects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whereas social

approval goal had negative effect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Third, social affiliation goal and concern goal had

positive direct effects on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Basic psychological needs mediated the associations of social

approval, concern, and status goals with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Mastery-approach goal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dual-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cern, status goa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Fourth, both mastery-approach goal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cern, status goal and academic engagement. Mastery-approach goal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dual-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cern, status goa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The importance of social goals as well as academic achievement goals were highlighted for th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engage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 social goal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cademic

eng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