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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개별적인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소속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예술 고등학교
1~3학년 555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 학교소속감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반면, 개별적인 성취목표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와 유
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학습자의 정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숙달접
근 목표지향성은 오히려 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교소속감
을 매개로 할 때 숙달접근목표 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학교생활만족도가 특정한 학습목표 성향이 아닌 소속감과 같은 사회 환경적 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더욱 만족스
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이 속한 집단 혹은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학교소속감,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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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적응
력, 학업 성취, 학습에 대한 참여, 그리고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과 경험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Dew & Hueber, 1994; Diener, & Fujita, 2005).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끈기와 노력 수준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습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 구인이다(Ainley, Corrigan, & Richardson, 2005; Pekrun et al., 2002).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
켜줌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김두환, 김지혜, 2011), 학업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동기적인 측면에서 내재적인 학습동기를 촉진시킨다(Pekrun, 1992). 또
한 학교 수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
하게 해주며(Do & Schallert, 2004),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Isen & Daubman, 1984) 등의 학습전
략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교육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학생들이 학
업생활을 하는 동안 지각하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이들의 행동발달 및 학업동기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변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 및 학습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김은주, 2007; Furrer & Skinner, 2003; Walsh,
Harel-Fisch, & Fogel-Grinvald, 2010), 학교 규칙 및 분위기(Ryan & Patrick, 2001), 학업 관련 활
동에 대한 수행 수준(곽미정, 문신웅, 2011; 이현웅, 곽윤정, 2011) 등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분위기, 그리고 개인의 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에 대해 갖는
심리적 만족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학습환경과 같은 학습자를 둘
러싼 외부적 환경 요인 외에도 학생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개인이 지닌 귀인양식(Weiner, 1986), 자기효능감(Kaplan & Maehr, 1999), 그리고 자기존중감
(Harter, 1998) 등은 학습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성취목표지향성은 왜 학업과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반영해
주는 개인의 믿음으로, 학습활동 및 학습상황에 대한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Eccles
& Wigfield, 2002; Linnenbrink & Pintrich, 2002). 이는 개인의 성취목표지향 특성에 따라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참여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Eccles, & Wigfield, 2002; Linnenbirnk, 200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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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결국 학교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이안수, 2010).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와 갖는 관계는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습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우선 높은 숙달목표지향성을 보이는 학습자는 학습상황에서 성공경험을 할 경우
자신감이 높아지는 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Ames, 1992; Linnenbrink, 2006; Meece, Blumenfeld, & Hoyle, 1988). 반면, 수행접근 목표지향
성을 높게 보이는 학습자는 학습상황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높은 불안감을 보이
는 경향이 있으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좌절감과 수치심의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
(Linnenbrink, 2006; Pekrun, Elliot, & Maier, 2006). 또한,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습자는
학습상황에 대해 높은 불안과 무기력, 그리고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Elliot, & Maier, 2006). 이와 같이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
과 학습자의 정서 경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 더불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
한 정서들이 개인의 학교생활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
제로, Elliot과 Sheldon(1997)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수행
회피 목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개인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안녕감은
학업생활에 대한 불만족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개인이 지닌 각각의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상황에서의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
서와 관련을 맺으며, 이것은 이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 자체보다는 타인의 수행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한
수행접근목표, 또는 수행회피목표를 지닌 학습자일수록 자신이 처해있는 학습상황에 대해 낮은
긍정적 정서를 보이거나 높은 부정적 정서를 보인다는 것이다(Elliot, Maier, & Pekrun 2006;
Linnenbrink, 2006; Pekrun, 1992). 이는 수행지향적인 학습자는 자신의 학업능력을 끊임없이 타
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평가에서
타인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태도를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
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Elliot & Sheldon, 1997).
이는 남들보다 높은 성취를 강조하는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에게서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경쟁 상황으로 인하여 수행목표지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지속하
다보면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2006년에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흥미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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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측면은 매우 낮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 또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소연희, 2007).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경쟁적인
학습환경을 통해 수행목표지향성의 경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것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
습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취목표성향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적 여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생
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전
환시켜줄 수 있는 변인으로서 학교소속감의 기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학습상황에서 개인 내적 성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소속감을 들고 있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립된 존재로
이해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일원으로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소속감은 학교 혹은 학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학업
수행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andura, 1988; Goodenow, 1992; Fiarcloth & Hamm,
2005; Maslow, 1962). 소속감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지만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소
속감이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학교소속감의 정도
가 정서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은 학교소속감을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두환, 김지혜, 2011;
Anderman, 1999; Fiarcloth & Hamm, 2011).
최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학교의 효과성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은 학교가 지식 습득의 장
에서 더 나아가 사회심리적 발달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학교소속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교소속감은 학생들이 학교 혹은 교실에서 맺어지는 관계 또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지지
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Goodenow, 1992; Goodenow, 1993a). 이러한 소속감
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인지, 정서 및 행
동적 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nadette, Yari, & Esparza, 2005; Hagerty
et al., 1996; Hagerty & Williams, 1999; Peterson & Seligman, 1984; Rice & Ashby, 1996).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소속감을 높게 지각한 학생들은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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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더 많은 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urrer & Skinner, 2003). 특히 소속감은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자신이 의미를 두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면, 학습자는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더 완벽한 수행을 하
려고 하고, 이 때문에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지
각하게 된다.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Rice & Ashby, 1996; Rice & Mirzadeth, 2000; Thompson & Gaudream,
2008; Wolters, Yu, & Pintrich, 1996; Zimmerman & Martinez-Pons, 1986). 부정적 정서 및 태도
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사회
적 관계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았으며(Goodennow, 1993b), 학교에서의 부적응 행
동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환, 김지혜, 2011). 이는 학생들을 둘러싼 학습환경이 감
정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소속과 지지의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학생들의 전
반적인 학업생활에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Faircloth & Hamm, 2011). 이와 같이
학습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다는 느낌은 학생들이 학습활동 참여에 대해 즐거움, 열정, 행복, 관심,
그리고 확신을 느끼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
는 학생들에게는 불안과 지루함 등의 경험으로 인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Furrer
& Skinner, 2003; Weiss & Smith, 2002).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학습자 개인이 갖고 있는 성취목표지향성 중 수행목표지향성
이 갖는 부정적 영향은 소속감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완화되거나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수행을 많이 의식하는 수행목표지향의 학생들이 학
업수행 중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학교 혹은 학급이라는 집단에 대해 높은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영
향을 소속감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Goodennow, 1993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의 개별적인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소속감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의 개별적인 성취목표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학습자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개별적인 성취목표지향성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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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한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 558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불성실 참여자 70명을 제외한 488명(여학생 354, 남학생
128, 미확인 6)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에 대한 소
속감,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 예술 고등학교는 문학, 연극영화,
미술, 음악, 무용, 사진이라는 예술과 관련된 특정 과목에 대해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일
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학
업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과 관련 수업을 받지만
그 중요도는 다소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수업으로 보낸다.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선택은 선택한 집단에 대한 적응과 애착을 높여준다는 기존의 선행 연
구(Ryan & Deci, 200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
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선택하여 입학한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성취목표지향성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성취와 관련된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와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 과제에 접근하고 참여하는지를 설명한다(Pintrich, 200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
공과 관련되어 어떠한 성취목표지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Elliot과 McGregor(2001)가
개발한 “The Achievement Goal Questionnaire”를 예술분야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번안,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접근목표(예, “나는 내 전공수업에
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다.”), 숙달회피목표(예, “나는 내 전공수업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만큼 다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수행접근목표(예, “전공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수행회피목표(예, “전공수업에서 나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로, 각각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하여 3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성취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숙달접근목표의 신뢰도가 α=.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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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회피목표의 신뢰도가 .90, 수행접근목표의 신뢰도가 .88, 그리고 수행회피목표의 신뢰도가
.75로 확인되었다.

2) 학교소속감
학업 상황에서의 소속감이란 학생들의 동기에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
(Goodenow, 1992)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속감을 측
정하기 위해 Midgley 등(2000)이 개발한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cales(PALS)”에서 적
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소속감의
공통된 하위요인이라고 알려진 학교애착(예,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좋다.”), 결속감(예,
“나는 대부분의 우리 학교친구들과 연결되어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역문항)), 친구지지(예, “나
는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이해 받고 있다고 느낀다.”), 교사지지(예,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를 존중해주신다.”)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Goodenow, 1993a; 1993b; Lee & Robbins,
1995; Hagerty & Patusky, 1995). 각 구성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애착이 .82, 결속감이 .93,
친구지지가 .88, 그리고 교사지지가 .94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만족도
개인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의적 평가를 의미하는 학교생활만족
도(Huebner, 1994)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문항들을 학
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나의 학교생활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대체로 나의 학교생활은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
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등으로 이루어진 5문항에 대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확인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SPSS 15.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7.0을 사용하여 잠재변인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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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목표성향
숙달
접근
숙달
회피

학교소속

학교생활

감

만족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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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회피
[그림 1] 구조적 관계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III. 연구 결과

1. 요인의 산정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학교생활만족도이다. <표 1>에 각각의 잠
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가 나타나있다. 왜곡된 결과의 도출을 방지하기 위
해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Hong, Malik, & Lee(2003)가 제안한 정상분포 조건(편포도<2,
첨도<4)을 만족시키므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 주요 분석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와 첨도(N=485)
잠재변인

성취목표지향성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숙달접근목표

4.58

.59

-1.70

2.89

숙달회피목표

3.60

1.05

-.41

-.50

수행접근목표

3.53

1.03

-.41

-.38

수행회피목표

2.88

1.02

.0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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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애착

3.70

.76

-.28

-.21

결속감

3.86

.83

-.42

-.53

친구지지

3.56

.76

-.1

-.39

교사지지

3.36

.91

-.08

-.01

2.91

.91

.00

-.30

학교소속감

학교생활만족도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은 상관관계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 분석 변인간 상관행렬 표
1.1
1

2

3

1.2

1.3

1.4

2

2.1

2.2

2.3

2.4

3

성취목표지향성
1.1

숙달접근목표

-

1,2

숙달회피목표

.30**

-

1.3

수행접근목표

.25**

.34**

-

1,4

수행회피목표

.02

.37**

.17**

-

소속감

.16**

-.03

-.06

-.14**

-

2.1

학교애착

.20**

.14**

.07

.09*

.66**

-

2.2

결속감

.09*

-.16**

-.13**

-.27**

.73**

.21**

-

2.3

친구지지

.11*

-.05

-.05

-.15**

.84**

.36**

.76**

-

2.4

교사지지

.08

-.01

-.06

-.06

.68**

.40**

.18**

.34**

-

.08

.04

-.02

-.07

.58**

.50**

.27**

.47**

.46**

학교생활만족도

-

*p<.05; **p<.01; ***p<.001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χ2 검증결과는 통계적으로
2

유의하게 나왔으나, χ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표본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기술적인 적합도 지수에 의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
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57,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는 각각 .927과
.945로 권장수준인 .90을 넘으므로(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의 적합도
가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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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적합도 지수

연구 모형

χ²

df

CFI

TLI

RMSEA

446.786

173

.945

.927

.057

1) 연구 모형의 구조경로와 유효성 검증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경로 추정치(estimates)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연구 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경로
숙달접근목표

→

숙달회피목표

→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임계율

.254**

.219

2.985

.015

.026

.373

학교소속감
수행접근목표

→

-.028

-.052

-.673

수행회피목표

→

-.012

-.016

-.192

숙달접근목표

→

-.218*

-.128

-2.238

숙달회피목표

→

.000

.000

.000

.032

.040

.682

학교생활
만족도

수행접근목표

→

수행회피목표

→

-.109

-.102

-1.625

학교소속감

→

1.287***

.878

9.715

*p<.05; **p<.01; ***p<.00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 숙달접근 목표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
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β=-.128), 숙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그리
고 수행회피목표 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이 숙달접근 목표지향성을 높게 갖고 있을 경우에만 학교생활만족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숙달목표 지향성이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Tuominen-Soini, Salmela-Aro, & Niemivirta, 2007)와 불일치한 결과이다.
개인적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소속감과 관련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 변인들 중 숙달접근목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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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소속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때 숙달접근목표는 학교소속감을 유의하게 정적
으로 예측하였다(β=.219). 또한, 학교소속감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β=.878). 즉, 학교생활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던 숙달접근 목표지향성
이 학교소속감 변인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숙달목표를 지향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를 낮게 인식하지만,
자신이 속한 학교에 대해 높은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학교생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숙달목표가 학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계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숙달 접근

.22**
-.13*

숙달 회피
.00

.03

학교소속감
-.05

.88***
.04

학교생활
만족도

-.10

수행 접근

-.02

수행 회피
[그림 2] 경로계수를 포함한 구조적 모형

3) 연구 모형의 효과 분해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에 학생 개
인의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는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것을 총효과라 하며,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분배하는
것을 효과분해라 한다(배병렬, 2006). 간접효과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잠재변인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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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연구 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효과를 비롯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표 5>는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5> 연구 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효과
경로
숙달접근목표

→

숙달회피목표

→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219**

.219**

-

.026

.026

-

-.052

-.052

-

-.016

-.016

-

학교소속감
수행접근목표

→

수행회피목표
숙달접근목표

→

.064*

-.128*

.192

숙달회피목표

→

.023

.000

.023

수행접근목표

→

-.006

.040

-.045

수행회피목표

→

-.116

-.102

-.014

학교소속감

→

.878***

.878***

-

학교생활만족도

*p<.05; **p<.01; ***p<.001

<표 5>에 따르면, 첫째, 4개의 성취목표지향성 변인 중 숙달접근목표만이 학교소속감에 유의
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19,), 학교생활만족도에도 숙달접근목표만이 유
의한 직·간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에 숙달접근목표가 가지는
총효과는 -.128의 직접효과와 .192의 간접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소속감은 학교
생활만족도에 .878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때, 학교소속감을 매개로 한 경로들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공식(Sobel, 1982)을
사용해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Sobel 검증에 따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각각의 개인 성취목표지향성 변인들이 학교소속감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중 숙달접근목표에서 학교소속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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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간접효과

z 통계랑

p

숙달접근목표 → 학교소속감 → 학교생활만족도

2.40

.016

숙달회피목표 → 학교소속감 → 학교생활만족도

.65

.518

수행접근목표 → 학교소속감 → 학교생활만족도

-1.22

.224

수행회피목표 → 학교소속감 → 학교생활만족도

-.27

.790

I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느끼는 학교소속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전공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학교생활만족도를 각각 측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학교소속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소속감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학습동기를 고양시키
고, 학교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Osterman, 2000).
특히,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우, 학교소속감의 하위요인 중 학교에 대한 애착과 결속
감은 다른 하위 요소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참여 학생들이
속한 학교의 독특한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예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와는 달리 예술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이
다. 이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지원을 한 후,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대해서 높은 애착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미래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해 더욱 열정적으
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결속감의 경우에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 친구들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짐으로써 서로 간에 동질성을 더 높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같은 전공
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1년 이상, 길게는 3년 동안 동일한 반에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친구들
간의 결속감이 높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설문문항 중 학교에 대한 학교애착을
측정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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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결속감을 측정한 “나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친구, 어떤 집단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역문항에 대한 반응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학교 재학
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높은 수준
의 애착과 결속감을 바탕으로 학교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 개인이 인식하는 목표지향성이 학교소속감,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와 갖는 관
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숙달접근목표의 경우 학교소속감이 학생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숙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를 가진 학습자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소속감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숙달접근목표가 학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정
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Linnenbrink, 2006; Tuominen-Soini, Salmela-Aro, &
Niemivirta, 2007)과 달리, 본 연구에서 숙달접근목표성향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는 부
적으로 예측하지만, 학교소속감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경우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보다는 학교에 대
한 소속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때로는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소속감을 통해 긍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숙달접근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학습환경이 갖는 독특한 분위기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
다. 타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완전학습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숙달목표지향 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학습문화가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교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정서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환경의 특성상 항상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 노출되어 학습
해야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자체에 목적을 두지 못하고 자신의 성취를 불만족스
럽게 느끼기 쉽다. 자신의 완전학습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만을 지향하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타인과의 경쟁을 부추겨 학업 자체에 대한 흥미
와 자신의 배움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에
만 관심을 가지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이 갖는 학습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은 개인의 학습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반영되어 변화하는 변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을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련지어 인식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의 분위기 속
에서 소수의 학생들만이 성공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선행연구(조용환, 1995)
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해있는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학교에 대해 갖는 학생들의 정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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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한국학생들이 숙달접근 목표지향성과 수행접근
목표지향성을 동시에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Bong, 2006; 2009)은 성취목표지향성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갖는 관련성이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관계만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을 예측케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애착, 결속감, 그리고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소속
감이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지향성의 부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심리 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탐색을 넘어 이를 매개하는 사회심리적 환경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노력과 끈기,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학생들의 인지적, 동기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다(김애희, 윤종희, 김리진, 2010; Pekrun, 1992;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따라서 학
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개인심리 요인과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심리적 환경 요인을 함께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심리 변인이나 학교환경 변인을 따로 통
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학교소속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예술 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된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학교소속감이 학생 개인
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
상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속감은 일시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단적 접근을 통해 학교소속감이 어
떠한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면
추후 교육현장에서 학교소속감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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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nse of Belonging,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hin, Jongho*
Yeon, Eun Mo**
Lee, You-kyung***
Chung, Eunkyung****
Kim, Myungseo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motivationa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belonging. This study used survey data from 555 1st through 3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enrolled at an arts high school in Gyeonggi-do. As a result, Sense of belonging showed
significant relations to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hereas individual goal orientations did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 to school life satisfaction except for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Although

known

for

its

positive

relationship

to students'

emotions,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showed negative relation to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
this study. However, such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became positive through mediation of the sense of belong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not only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belonging between individua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but also empirically confirmed that sociological variables such as sense of belonging
had even stronger relation to satisfaction of school life than personal variables such as one’s
persona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which had been known as a critical factor that could
affects students’ emotions in classroom.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ere is a need to make school environment so that students
could obtain sense of belonging.
Key word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nse of belonging, school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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