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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와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의 관련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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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성취목표의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를 

잠재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이 또래지위와 공격성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색하

는 것이다.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이버 공격성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또래지위와 외현적 공격성

과 대인관계 공격성은 또래지명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사회적 숙달목표와 

사회적 수행접근목표,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로 나누었으며, 또래지위는 지각된 인기와 사회적 

선호로,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 대인관계 공격성, 사이버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은 클래스넷 4차년도 자료 중 학년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 초등학생 1,239명(남 633

명, 여 606명)이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해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집단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취목표의 세 집단은 각각 ‘숙달지향 성취목표형(184명, 

14.9%)’, ‘평균 성취목표형(852명, 68.8%)’, ‘고사회적 성취목표형(203명, 16.4%)’으로 명명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또래지위 및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1차 시기 

사회적 선호가 높을수록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사이버 공격성이 

높을수록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또한 2차 시기 대인관계 공격성이 

높을수록 평균 성취목표형 집단보다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주요어 : 사회적 성취목표, 또래지위, 공격성, 사이버 공격성,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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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행동을 할 때, 우리

는 무엇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많

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성취목표에 초점을 맞

춰왔다(Ryan & Shim, 2006; Wentzel, 1998). 사

회적 성취목표(social achievement)란 사회적 상

호작용을 할 때 발생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말한다(안혜진, 송인섭, 2012; 

염혜선, 이은주, 2015; Ryan & Shim, 2008). 사

회적 성취목표는 또래관계의 질, 또래로부터

의 수용, 도움추구 행동, 친사회적 행동, 공격

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학업적 결과

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태철, 

김명섭, 2019; 염혜선, 이은주, 2015; Ojanen, 

Grönroos, & Salmivalli, 2005; Ryan, Hicks, & 

Midgley, 1997).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회

성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또래집

단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공격성이 발

현되기 시작하며(김진구, 2017; Rodkin, Ryan, 

Jamison, & Wilson, 2013), 이 시기의 사회적 경

험은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적응을 결정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Erikson, 1980). 이

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부적응을 예방하

고 적응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사

회적 동기와 목표, 행동 등에 대한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사회적 숙달목표와 사회

적 수행접근목표, 사회적 숙달회피목표로 구

분된다(Ryan & Shim, 2006). 사회적 숙달목표

(social development goal)는 스스로를 참조기준으

로 삼아 사회적 역량을 판단하며 자신의 사회

적 기술(우정을 통해 통찰력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향상시

키고 친밀한 관계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목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수

행접근목표(social demonstration-approach goal)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며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타인에게 인

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적 지

위(예, 인기 있는 학생이 되는 것), 명성 등에 

중점을 둔다. 이와 유사한 사회적 수행회피목

표(social demonstration-avoid goal)는 타인과의 비

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지만, 

자신의 무능력함을 숨기고,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것(예, 또래로부터 

비난이나 거부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둔다(Ryan & Shim, 2006, 2008).

사회적 성취목표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Elliot, 2005). 사회적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공

격성과 사회불안의 수준은 낮으며, 친사회적 

행동, 도움행동,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염혜선, 이은주, 2018; Ryan, Jamison, 

Shin, & Thompson, 2012; Shim & Ryan, 2012). 

사회적 수행접근목표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인기가 높게 나타났으나 동시에 낮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의 수준도 높았다(Shim & Ryan, 2012). 높

은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는 외로움,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낮은 사회적 유능감

과 또래관계 질, 인기와 관련되어 있었다(Lee, 

2018; Ryan et al., 2012; Shim & Ryan, 2012). 실

제로 Mouratidis와 Sideridis(2009)의 연구에서 높

은 사회적 숙달목표는 높은 소속감, 외로움의 

낮은 수준과 관련되며, 높은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는 낮은 또래수용에, 높은 사회적 수행회

피목표는 외로움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

을 끼쳤다.

한편 최근 연구들은 성취목표가 숙달목표와 

수행목표가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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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성취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다중목표 관점(Multiple-goal perspectives)에 주목

하였다(염혜선, 2018; 염혜선, 이은주, 2016; 한

승수, 이은주, 2020; Harackiewicz, Barron, & 

Eillot, 1998). 이 관점을 사회적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학생들은 친구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 

뿐 아니라 친구들로부터의 좋은 지위나 평판

을 얻기 위해 인정이나 수용을 추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목표 관점을 적용한 

최근 연구들(염혜선, 2018; 염혜선, 이은주, 

2016; 한승수, 이은주, 2020)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 

목표가 함께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왔다. 이러

한 접근은 기존의 변인 중심적인 접근과 달리 

개인 중심적 접근으로써 사회적 성취목표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과 학생들이 해당 집단에 

속하는 비율도 제공한다(박종효, 최은영, 2017; 

Muthen & Muthen, 2000).

실제로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

을 살펴본 Lee(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숙달,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가 전부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 사회적 숙달목표 및 사회적 

수행접근목표가 높은 집단(접근지향)과 사회적 

수행접근목표와 사회적 수행회피목표가 높은 

집단(수행지향 집단)의 4가지 유형의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사회적 성취목표가 모두 

높은 집단의 친사회행동, 또래관계의 질의 수

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적 수행접근목표를 사회적 지위중심 수행접근

목표와 사회적 인정중심 수행접근목표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본 염혜선(2018)의 연구에

는 사회적 숙달목표만 높은 집단, 사회적 지

위중심 수행접근목표만 높은 집단, 사회적 지

위중심 수행접근목표만 낮은 집단, 모든 사회

적 성취목표가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의 

총 5개 유형의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 집단들 

중 사회적 숙달목표가 높고 수행목표가 낮은 

집단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적․사회적 

성취목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염혜선과 이

은주(2016)는 초등학생들의 학업적․사회적 성

취목표가 전부 높은 집단, 모두 평균 수준의 

집단, 모두 평균보다 낮고 숙달목표가 높은 

집단의 3가지 유형의 집단을 확인하였다. 또

한 중학생 대상의 안혜진(2012)의 연구에서도 

염혜선과 이은주와 유사하게 학업적․사회적 

성취목표의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학업적․사회적 성취목표가 높은 집단, 

학업적 성취목표가 모두 높고 사회적 숙달목

표만 높은 집단, 학업적 성취목표가 모두 높

고 사회적 수행접근목표만 높은 집단, 모든 

학업적 성취목표가 높고 사회적 성취목표가 

모두 낮은 집단의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각 집단의 학업성적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숙달목표가 높은 집단의 학업성적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성취목표의 

다중목표관점이 적용가능하며, 학교급이나 측

정도구의 차이로 인해 잠재집단이 구분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각 집단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

양한 사회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는데, 또래관

계의 질과 같은 관계적 요인과, 친사회 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행동적 요인이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보

고를 통해 또래관계와 사회적 행동이 측정되

었고 횡단연구로만 수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

다(Ryan & Shim, 2008). 자기보고식의 측정방법

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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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반해 또래지명은 동일한 행동에 대해 

여러 관찰자들의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이점

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Huesmann, Eron, Guerra, & Crawshaw, 1994).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공격성을 또래지명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최근 또래들 간의 역동에 관심을 가진 연구

자들은 또래지명 방식을 활용해 또래지위(peer 

status)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Logis, Rodkin, 

Gest, & Ahn, 2013). 또래지위란 학급내 학생

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로서 주로 지각된 

인기와 사회적 선호로 구분된다. 지각된 인기

(perceived popularity)는 또래집단이나 학급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며,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가시성, 지배 등을 의

미한다.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는 또래들

에게 수용되는 것을 나타내며, 학급내 구성원

들로부터 좋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기가 높은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

다고 인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선호가 

높은 것은 많은 친구들이 이 학생을 좋아하

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을 뜻한다(Rodkin, 

Farmer, Pearl, & Van Acker, 2000). 사회적 선호

는 낮은 공격성과 관련되며, 지각된 인기는 

일부 연구에서 높은 공격성과 관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van den Berg, Burk, & Cillessen, 

2015). 외현적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Andreou(2006)의 연구에서 지각

된 인기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공격성이 높았

고, 남학생에서만 지각된 인기가 높을수록 외

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가 높고, 사회적 

선호가 낮을 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right, 2014). 지금까지 사회적 성

취목표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들에서는 또래관계를 주로 스스로 지각한 또

래관계의 질이나 또래지지를 살펴보았다. 최

근 여태철과 김명섭(2019)의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가 사회적 숙달목표, 사회적 수행접근목

표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

회적 선호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

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를 또래지위를 활용해, 지각된 인기와 사

회적 선호로 구분하여 사회적 성취목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격성의 표출되는 형식에 관심을 가

진 연구에서는 또래지명을 통해 이를 측정하

고자 시도하였다(문경숙 외, 2018; 최지영 외, 

2018; Sijtsema et al., 2010). 공격성에 대한 의

도나 동기와 달리 드러나는 공격성은 이를 행

사하는 행위자보다 주변에서 더 정확하게 지

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표현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는 표출되

는 방식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

격성으로 구분된다(Murray-Close & Ostrov, 2009; 

Sijtsema et al., 2010).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은 또래를 향해 공격적인 말이나 행

동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대인관계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다른 친구들과 함

께 놀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다(문경숙 외, 2018). 

사회적 성취목표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주로 사회적 숙달목표가 낮을수

록, 수행목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양하련, 이은주, 2014; 여태철, 김

명섭, 2019; Lee & Yeager, 2020). 사회적 성취

목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도 공격성

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중학생 대상의 염

혜선(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성취목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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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이 전부 낮은 집단의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회적 목표가 높게 

나타난 집단의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명을 활용한 공

격성의 하위유형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

격성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Kowalski, Giummetti, Schroeder, & Lattanner, 

2014). 사이버 공격성(cyber aggression)이란 이

메일,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되며(Hinduja & 

Patchin, 2006; Willard, 2006), 사이버 공격성은 

기존의 공격성들과 달리 익명으로 괴롭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고통

을 목격하지 않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박종효, 최은영, 2017; 

Pornari & Wood, 2010; Willard, 2006). 이러한 

사이버 공격성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타인과

의 비교를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

피목표가 높을 때, 기존의 공격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

이버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사이버 공격성을 함께 탐

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성취목표와 또래지위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횡단연구

의 제한점(Mouratidis & Sideridis, 2009; Ryan & 

Shim, 2008)을 보완하고, 사회적 성취목표의 발

달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취목표를 다중목표 

관점을 적용해 기존에 사회적 성취목표와 다

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쳤던 

선행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며, 각 집단의 특성

을 또래지위와 공격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공격성은 외현적, 대인관계, 사이버 

공격성으로 구분하였고, 2차 시기의 또래지위

와 공격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인과

적 관계를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행동 형

성을 위한 교육적 및 상담적 개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

파일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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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명) 백분율(%) 학생 수(명) 백분율(%)

1차 학년

초4 413 33.3
성별

남 633 51.1

초5 413 33.3 여 413 48.9

초6 413 33.3 전체 1,239 100.0

2차 학년

초4 201 29.3
성별

남 356 51.8

초5 198 28.8 여 331 48.2

초6 288 41.9 전체 687 100.0

표 1. 연구대상

표의 잠재집단을 유형화 하고, 이러한 잠재집

단의 특성을 1, 2차 시기의 또래지위와 공격

성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는 

어떠한 잠재계층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한 잠재

계층은 1차 시기의 또래지위(지각된 인기, 사

회적 선호) 및 공격성(외현적, 대인관계, 사이

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한 잠재

계층은 2차 시기의 또래지위(지각된 인기, 사

회적 선호) 및 공격성(외현적, 대인관계, 사이

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클래스넷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

된 2018년도 데이터 중 1차와 2차 시기에 해

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클래스넷 프로그

램은 ‘웹기반 또래관계 진단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www.classnet.co.kr)’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개발되었다(박종효 외, 2017). 이 프

로그램은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생들이 교우관계, 학생 개인의 특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에는 

교사들이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몇 가지 선택

지 중 일부 설문을 선택해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부 변인들에는 결측치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은 클래스넷 2019년 전체 데이

터 중 사회적 성취목표 검사를 완료한 학급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1, 2차 검사를 

활용하였다. 먼저 1차 시기 전체 설문에 참여

한 초등학생 2,311명의 데이터에는 4학년이 

413명(17.9%), 5학년이 606명(26.2%), 6학년이 

1,292명(55.9%)이 포함되어 있었다. 6학년이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초등학생을 대표

하기 어려우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시 너무 큰 

표본은 많은 집단을 선택하도록 유도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해(Marsh, Lüdtke, Trautwein, & 

Morin, 2009), 4학년 학생 수에 맞추어 5, 6학

년 각 학생들 중 413명씩을 무작위 표본추출

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학생 수

는 1,239명이며, 이들 중 2차 검사에도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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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687명(남 356명, 51.8%)이다. 연구대

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클래스넷에 

포함된 문항과 구인을 사용하였다. 클래스넷

의 전체문항은 또래지명, 자기보고, 교사보고

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를 통해 측정된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이버 공

격성, 또래지명으로 측정한 지각된 인기와 사

회적 선호, 외현적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격성

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성취목표

사회적 성취목표는 안혜진과 송인섭(2012)이 

Ryan과 Hopkins(2003)의 사회적 성취목표지향

성 척도(socia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Ryan

과 Shim(2006)의 사회적 성취목표 척도(social 

achievement goal scale)를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숙달목표와 사

회적 수행접근목표,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숙달목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는지를 알았을 때 기

쁘다.’ 등의 9문항이, 사회적 수행접근목표는 

‘나는 인기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

다.’ 등의 4문항,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는 ‘친구 

모임에서 나의 목적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등의 6문항이 포함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신뢰도는 .94, .87, .87로 나타났다.

또래지위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는 Garandeau 외

(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인기와 사회

적 선호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인기는 ‘이 아

이는 인기가 많다.’와 ‘이 아이는 인기가 없

다.’의 문항을, 사회적 선호는 ‘이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아이이다.’와 ‘이 아이는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아이이다.’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에 대해 각 학급의 학생들을 모두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학생이 학급 구성

원으로부터 받은 지명 수는 참여자수-1의 값

으로 나누어 비율점수를 산출하였다. 지각된 

인기와 사회적 선호의 점수는 Garandeau 외

(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긍정 문항에서 부정

문항의 비율점수를 뺀 값으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본 연구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 대인관계 

공격성, 사이버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외현적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격성은 또래

지명으로, 사이버 공격성은 자기보고로 측정

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은 Garandeau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 아이는 밀거나 때리거나 

발로 찬다.’ 등의 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대인

관계 공격성은 Crick과 Gretpeter(1995)의 연구

에서 사용된 ‘이 아이는 반 아이들에 대해 나

쁜 소문을 퍼뜨린다.’ 등의 2문항을 사용하였

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 해당되는 자신의 학

급 학생들을 모두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학생이 지명 받은 수는 전체 학급의 참여자 

수-1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비율점수는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사이버 공격성은 클래스넷 연구진이 Hinduja와 

Patchin(2014)의 사이버 폭력 척도를 수정․번

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이버 공격성은 ‘나

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누군가를 화나

게 하는 게시물(사진,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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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채팅(카카오톡, 라인 등) 서비스나 

문자로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의 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이버 공격성의 신뢰

도는 1, 2차 모두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취목표에 따른 잠

재집단을 분류하고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Mplus 7.2

를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군집분석과 유사하게 집단을 분류

하는 분석의 일환이며, 기존의 변인중심적 접

근과 달리 개인중심적 접근의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지수, B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Lo- 

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Luyckx et al., 2008; 

Muthén & Muthén, 2000). AIC, SABIC, BIC의 

값은 낮을수록, Entropy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BLRT와 LMR은 p값의 유

의미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권재기, 2011). 또한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Jung과 Wickrama(2008)

의 기준에 따라 각 집단의 표본이 5%이상인 

경우를 최종모형의 선택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과 1, 2차 시기의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

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Odd Ratio 값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은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숙달목

표는 1차 시기 지각된 인기 및 사회적 선호와 

정적 상관을,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

었으며, 2차 시기 지각된 인기와 사회적 선호

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수행접

근목표는 1차 시기 사회적 선호와는 부적 상

관을, 공격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

회적 수행회피목표는 1차 시기의 지각된 인기

와 사회적 선호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내었고, 2차 시기의 공격성 중 대인관계 공

격성과만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성취목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탐

색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계층비율

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계층 수가 1

에서 5로 증가할수록 AIC, adjBIC, BIC의 값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Entropy의 값은 4계층 모형일 때가 가장 높았

다. 또한 LMR과 BLRT는 5계층 모형 모두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잠재계층 분류율을 

살펴보면 4계층과 5계층일 때 2%로 5%미만의 

집단이 확인되었다. AIC, adjBIC, BIC, Entropy 

지수, 그리고 계층별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3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초등학

생의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의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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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사회적숙달목표 1 .35*** .18*** -.10** -.12** -.02 .00 -.04 

사회적수행접근목표 .35*** 1 .63*** -.05 -.07 .06 .07 -.06 

사회적수행회피목표 .18*** .63** 1 -.06 -.04 .07 .11** -.04 

지각된인기 .17*** .00 -.07* 1 .67*** .03 -.03 .02 

사회적선호 .15*** -.08** -.09** .62** 1 -.23*** -.30*** -.06 

외현적공격성 -.10*** .13** .07* -.01 -.36** 1 .65*** .09 

대인관계공격성 -.09** .11** .06* -.11** -.42** .53** 1 .06 

사이버공격성 -.17*** .12** .17** -.14** -.19** .23** .13** 1 

M1차 3.95 3.06 2.97 .07 .15 .05 .02 1.37 

SD1차 .80 .96 .93 .23 .19 .08 .05 .72 

***p<.05, **p<.01, ***p<.001 

주: 5(지각된 인기)~8(사이버공격성) 대각선 아래는 1차 검사, 대각선 위는 2차 검사임.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잠재계층 분류율(%)

1 2 3 4 5

1-class 9726.588 9757.320 9738.262 1.000 n.s n.s 100.0

2-class 9229.414 9280.635 9248.870 .744 .000 .000 76.2 23.8

3-class 8868.804 8940.513 8896.042 .810 .000 .000 14.9 68.8 16.3

4-class 8704.665 8796.861 8739.686 .834 .000 .000 13.3 66.2 2.0 18.5

5-class 8489.530 8602.216 8532.334 .823 .000 .000 2.1 19.5 36.8 30.5 11.1

*LMR과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표 3.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집단 수 결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에 따른 잠재집

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으며(그림 2 참조), 

각 집단의 명칭은 염혜선(2018)과 Lee(2018)연

구를 참고해 명명하였다. 집단 1은 전체 학생

의 14.9%(184명)로 사회적 숙달목표가 사회적 

수행접근목표와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보다 높

았기 때문에 ‘숙달지향 성취목표형’으로 명명

하였다. 집단2는 전체 학생의 68.8%(852명)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3개의 

성취목표가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 ‘평

균 성취목표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3은 전체 학생의 16.3%(203명)로 전체적으

로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성취목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사회적 성취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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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성취목표에 따른 잠재집단프로파일(Z값)

사회적 성취목표

숙달지향

성취목표형(1)

평균

성취목표형(2)

고사회적 

성취목표형(3)
F

Scheffe

사후검증n=184 n=852 n=203

M SD M SD M SD

사회적 숙달목표 3.86 1.04 　3.81 0.72 　4.61 0.44 98.952*** 1, 2<3

사회적 수행접근목표 1.72 0.53 　3.00 0.57 　4.54 0.48 1291.963*** 1<2<3

사회적 수행회피목표 1.58 0.51 　2.99 0.59 　4.15 0.67 915.580*** 1<2<3

***p < .001 

표 4. 잠재집단별 사회적 성취목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각 잠재집단의 사회적 성취목표의 수준

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고

사회적 성취목표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사회적 성취목표의 평균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달지향 성취목표형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수행접근목표

와 사회적 수행회피목표의 평균수준이 유의하

게 낮았다. 전체적으로 각 사회적 성취목표 

평균점수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숙달지향 성취목표형과 

평균 성취목표형의 사회적 숙달목표 평균차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은영 /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와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의 관련성 탐색

- 233 -

비교(1) vs. 준거(0)
숙달지향(1)vs.평균(0) 고사회적(1)vs.평균(0) 숙달지향(1)vs.고사회적(0)

B SE OR B SE OR B SE OR

또래지위
지각된 인기 .04 　.15 　1.04 -.02 　 .14 　.98 .08 　.20 　1.08

사회적 선호 -.08 　.15 　.92 -.20 　 .14 　.81 .11 　.19 　1.12

공격성

외현적 -.41 　.31 　.66 -.43 　 .24 　.65 .09 　.41 　1.09

대인관계 -.07 　.29 　.94 .42* .18 　1.52 -.47 　.32 　.63

사이버 .01 　.17 　1.01 -.06 　 .16 　.94 .03 　.22 　1.03

*p < .05

표 6.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예측 요인(2차 시기)

비교(1) vs. 준거(0)
숙달지향(1)vs.평균(0) 고사회적(1)vs.평균(0) 숙달지향(1)vs.고사회적(0)

B SE OR B SE OR B SE OR

또래지위
지각된 인기 .01　 .11 　1.01 　 .14　 .10 　1.15 -.15　 .12 　.86

사회적 선호 .15　 .11 　1.16 　 -.27** .10 　.77 .46** .14 　1.58

공격성

외현적 -.18　 .16 　.83 　 .10　 .10 　1.10 -.25　 .20 　.78

대인관계 -.06　 .13 　.95 　 -.01　 .09 　.99 -.09　 .19 　.91

사이버 -.66***　 .18 　.52 .05　 .09 　1.05 -.51** .1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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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영향 요인(1차 시기)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예측요

인 검증

먼저 1차 시기 또래지위와 공격성의 각 변

인이 분류된 잠재집단속에 속할 확률을 탐색

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표 5 참조).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집단

과 ‘평균 성취목표형’ 집단과 비교해보면, 사

이버 공격성이 높을수록 ‘숙달지향 성취목표

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0.5배(exp(-.66)=.52) 

낮았으며,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과 ‘평

균 성취목표형’ 집단과 비교해보면 사회적 선

호가 높을수록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0.8배(exp(-.27)=.77)로 낮아졌

다.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집단을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과 비교해보면, 사회적 선호

가 높을수록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집단에 속

할 확률이 약 1.6배(exp(.46)=1.58)로 높았으며, 

사이버 공격성이 높을수록 ‘숙달지향 성취목

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0.6배(exp(-.51)= 

.60)로 낮아졌다.

다음으로는 2차 시기 또래지위와 공격성의 

각 변인이 분류된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탐

색하였다(표 6 참조).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을 ‘평균 성취목표형’ 집단과 비교했을 

때, 대인관계 공격성이 높을수록 ‘평균 성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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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형’ 집단에 비해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

단에 속할 확률이 약 1.5배(exp(.42)=1.52)로 높

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초등

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집단을 유형화하

고,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

는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는 1, 2차 시기의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 차별

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한 잠재프로파

일 분석결과, 숙달목표가 다른 사회적 성취목

표에 비해 높은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3개의 

사회적 성취목표가 모두 평균 수준을 보인 

‘평균 성취목표형’, 사회적 숙달목표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고사회

적 성취목표형’의 3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성취목표의 잠재집단이 5

집단으로 분류된 염혜선(2018)의 연구, 6집단

으로 분류된 Shim과 Finch(2014)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과 측정도구가 상이하기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수행접근목

표를 인정과 지위중심으로 더 세분화하여 나

누어어 살펴본 염혜선(2018)의 연구에서는 중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인정과 

지위의 추구에 따라 집단의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났다. 추후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차이가 

발달단계의 차이인지, 측정도구로 기인한 것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소수의 학생들(약 

15%)이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집단에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숙달지향 성취목표는 

건강한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목표로 학업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염혜선, 이은주, 2015; Ryan & 

Shim, 2006). 성취목표의 하위유형 간의 수준이 

유사한 ‘평균 성취목표형’과 ‘고사회적 성취목

표형’에 다수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다수 초등학생들이 숙

달목표와 수행목표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시

기가 특정한 사회적 유능감의 방향성을 가지

기 보다는 사회적 성취목표가 형성되어가는 

시기로 해석되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성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이시기의 사회적 목

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교사

나 부모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적 목표를 확인하고, 숙달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인지적 

해석이나 다양한 행동전략을 함께 탐색함으로

써 적응적인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집단 유형과 또

래지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선

호수준이 높을수록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

보다는 평균 성취목표형 집단이나 숙달지향 

성취목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정을 추구하고 비난

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또래들로부터 

선호나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염혜선과 이은주(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정중심의 수행접근목표는 또래관계 

질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사회적 수행회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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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또래관계 질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행접근과 회

피목표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 또래에게 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변인

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의 분석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으며,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사

용하지 않은 또래보고를 통해 또래지위를 측

정했다는 측정방법에 의한 차이일수도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성취목표와 또래관계

의 질을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명을 통해 또래들에 의해 

선호되고 수용되는 정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

생일지라도 실제로 또래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선호점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 사회적 성취목표와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또래보고, 교사보고 등의 여러 정보

원을 포함해 비교함으로써 이들 간의 차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성취목표 잠재집단 유형과 공

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이버 공격

성 수준이 높을수록 숙달지향 성취목표형 집

단보다는 평균 성취목표형 집단이나 고사회적 

성취목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2

차 시기의 공격성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대

인관계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성취목

표형 집단보다 고사회적 성취목표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숙달목표 수준이 높을수록 공

격성이 낮아지며 사회적 수행접근목표가 높을

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들과 일부 일치한

다(여태철, 김명섭, 2019; Rodkin et al., 2013; 

Ryan & Shin, 2018). 흥미로운 것은 공격성을 

외현적, 대인관계적, 사이버 공격성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을 때, 1차 시기에는 사이버 공

격성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가 

각각 개별적으로 높은 집단이 나타나지 않았

고, 평균 성취목표형과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모두 수행접근과 수행회피 수준이 유사한 집

단이었다. 사회적 수행접근목표의 경우 공격

성과 정적, 사회적 수행회피목표의 경우 공격

성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보면, 수행접근과 수행회피가 둘 다 같

은 수준인 집단의 경우, 또래들에게 보여지는 

전통적 괴롭힘의 경우 두 목표의 영향이 상충

해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은밀한 형태의 공격성으로 드러난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평균 성취목표형과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 모두 다중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또래와의 친밀감이 중요

하지만 동시에 지위나 인정을 얻고, 부정적인 

인식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

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드

러내지 않고 괴롭힘이 가능한 공간으로, 피해

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기 때문

에 덜 공감적일 수 있으며(Ang & Goh, 2010), 

타인에 의한 비난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인식

할 수 있다. 이에 전통적인 학교폭력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성의 경우, 타인이 

알 수 없다는 사이버 공격성의 특성으로 인

해 다른 공격성과 달리 자기보고를 통해 측

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외현적 및 대인관계 

공격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예측요인으로서 2차 시기의 공격성을 

함께 살펴보면, 평균 성취목표형 집단에 비해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단에 속할 때, 대인관

계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숙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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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비해 수행목표가 높은 학생의 경우, 다

른 친구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거나 부정적

인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다른 친

구들을 은근히 따돌리는 등의 관계적 괴롭힘

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와 사회적 수행회피목표 모두 다른 사람

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판

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Ryan & Shim, 2006). 

Hawley(2013)의 자원통제이론(resource control 

theory)을 통해 생각해보면, 자신의 권력을 얻

거나, 혹은 나쁜 판단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

로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와 친밀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타인의 평가에 보다 민감한 수행지향적 목표

를 추구하는 것이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외현

적 공격성보다는 타인의 또래관계에 흠집을 

내는 관계적인 괴롭힘에 참여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 시기에는 대인관

계 공격성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차 시기 대인관계 공격성에서 고사회적 성취

목표형 집단의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숙달목표와 함께 수행목표를 높게 가지고 있

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고사회적 성취목표형 집

단이 사회적 숙달목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

게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타인과 친밀

하게 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긍

정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해 부모나 교사, 상담자가 학생들의 사

회적 지향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교육과 개입을 통해 적응적 발달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중목표의 관점에서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확인

하였고, 또래지위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또래지위와 외현적 공격성, 

대인관계 공격성은 또래지명의 측정방식을 사

용함으로써 자기보고 형식의 응답을 활용하던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사이버 공격성

을 함께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수행접근목

표를 가진 학생들의 다양한 방식의 공격행동

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고, 사회적 성취목표

가 또래지위와 공격성에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발달적 관점도 함

께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제한점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통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된 클래스넷 데

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일부 제한점을 가진다. 사회적 성

취목표를 Ryan과 Shim(2008)의 연구와 동일하

게 3요인으로 나누었으나, 사회적 성취목표를 

4요인으로 구분하여 수행된 최근 연구들(여태

철, 김명섭, 2019; 염혜선, 2018; 염혜선, 이은

주, 2018)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위중심 수행접근목표와 인

정중심의 수행접근목표를 포함시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성의 문항은 

Hinduja와 Patchin(2014)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

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버 공격성의 행동양

상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

다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시기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성취목표가 또

래지위 및 공격성에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탐색을 하였으나, 2차 시기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한 데이터가 현저히 적었기 때

문에 사회적 성취목표의 발달양상을 함께 확

인하지 못했다. 추후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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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등을 통

해 사회적 성취목표의 발달양상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취목표의 잠재집단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성별과 연령 등의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다

양한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등 다양한 변인

들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를 측정하여 집단을 구분하였고, 각 

집단의 특성을 1, 2차 시기의 또래지위와 공

격성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다양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본 연구결

과가 초등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의 유형에 

다른 차별적인 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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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atent profiles of social achievement goal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er status (perceived popularity, social preference) and aggression (overt, relational, 

cyber) among those profile groups. Social achievement goals and cyber aggression data was acquired 

through self-reporting, and perceived popularity, social preference, and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were 

assessed through peer nomination. Applying the latent profile analysis(LPA) to 1,239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ee distinct groups of social achievement goals were identified: a development-oriented 

achievement goal group, an average social goal group, and a overall-high social achievement goal group.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atent group, peer status, and aggression 

were examine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social preference,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overall-high social achievement goal group’. And the higher the cyber aggression,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development-oriented achievement goal group’. In addition, the 

higher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the second tim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overall-high social achievement goal group’ as compared to the ‘average social goal group’.

Key words : social achievement goal, peer status, aggression, cyber aggression,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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