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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과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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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지능이 설명하는 분산을 제거
하고 남은 분산을 설명하는 학업관련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함이
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851명의 집단 지능검사 점수와 내재적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습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을 측정한 척도 점수들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IQ가 학업성취도
를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고 각각의 동기변인들
도 지능의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IQ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한 집단에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다른 가를 알아본 결과 IQ가 높은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IQ가 중
간수준인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목표지향성이, 그리고 IQ가 낮은 집단
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학습목표지향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임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학습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 증진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aykim@ewha.ac.kr
** cym0302@hotmail.com

12 2 敎育心理硏究 (第 15 卷, 第 4 號)

Ⅰ. 서

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인차 변인들로는 지능과 동
기를 들 수 있다. 지능이 학업성취를 잘 예측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학업성취와 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능검사가 포괄하고 있는
지적 능력의 범위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검사의 내용, 그리고 연구대상의 지능범위에
따라 그 결과가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4～.6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nton & Schneider, 1980; Woolfolk, 1999). 국내에서 1980～1988년 사이에 출판된 학업성취
관련 석ㆍ박사 학위논문 163편을 상위분석한 결과(구병두, 1989; 박아청, 1992에서 재인용)
를 보면, 학업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가정, 학습풍토, 교사, 지능, 창의력, 인지양식, 자
아개념, 불안, 학습습관, 성취동기, 인성) 중 지능이 학업성취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유지시키는 내적 상태로 정의된
다. 따라서 동기란 인간의 모든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학습활동을 이해하려면 이 원
인이 되는 동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김아영, 1998). 학습상황에서 동기란 학습자가 스스
로 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
에 직면하더라도 끈기를 보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다 (Bandura, 1986; Schunk, 1990). 이러한
동기가 학업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동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연구에서 일
관성 있게 제시되어왔다 (예를 들어, 성취동기이론, 내재적 동기이론, 자기효능감이론, 성취
목표지향성이론 등).
개인의 동기적 속성은 지능과는 달리 중재가 용이한 요인이다. 개인의 지능은, 높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높일 수 있다고 해도 단기간의 중재로는 불가능하다. 이
와 대조적으로 동기는 비교적 단기간의 중재가 수행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ndura, 1997; Locke & Latham, 1990; Stipek, 1998). 따라서 학업상황에서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교에서의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동기연구들은 지능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동기변인
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능과 동기요인이 서로 관련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문제가 있다.
만약 학업성취도를 지능이 설명하는 부분과 동기가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같다면 둘 중에 하나, 그것도 보다 중요한 변인하나면 된다
는 사실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기연구분야에서는 개인의 학업 성취와 관련

된 동기적 속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는 이론들이 제시되고 이들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
들이 진행되어왔다. 만약 이들 이론들이 다루는 동기적 측면들 중에서 학업성취를 보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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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이것은 교육장면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분산을 설명하는 것을 배제하고 나머지
분산을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동기변인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만약 있다면 어느 변인
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 이론적 배경

이제까지 학습자들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수없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학
습동기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들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
다. 우선 Deci와 Ryan(1985; 1992)의 자기결정이론과 Csikszentmihalyi(1975; 1990)의 몰입경험
모델(flow state model)을 포함하는 내재적 동기이론, Bandura(1977; 1997)의 자기효능감이론에
근거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론, Dweck과 Leggett(1988) 그리고 Ames(1992) 등의 성취목표이
론들이 그것이다.

1 .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그 자체로서 보상이 되는 활동과 관련된 동기로 보상과
처벌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구별되는 동기유형이
다. 내재적 동기는 수행의 증진, 개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향상, 회상률의 향상, 긍정적
인 정서, 다른 과제에도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 심리적ㆍ육체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 (Deci
& Ryan, 1992). 내재적으로 동기화 되어 있는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제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지각하고 몰두하며(Csikszentmihalyi, 1975; Kruglanski, 1975; Lepper & Greene, 1978), 과제를 수
행할 때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감과 개인적 유능감을 느끼고(Deci & Ryan, 1985; Harter,
1978; White, 1959), 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한다 (Csikszentmihalyi, 1975; 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는 과제에 투자하는 자유시간의 양 , 난해하고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집착
하는 정도 , 미래에 기꺼이 그 과제에 참여하려는 의도 , 과제를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고,
만족한다는 자기표현 , 여러 과제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할 때 그 과제를 선택하는 빈도 ,
몰입상태를 경험하는 정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가 내려지고 이에 따
라 행동관찰과 자기보고 등의 방식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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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
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Bandura,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주어진 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어려운 일이 닥쳐
도 끈기있게 과제를 지속한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Pintrich &
De Groot, 1990), 뛰어난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이와 같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수행을 매개한다고 보았고 많은 연구에서 특정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행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1983; Schunk & Cox, 1986; Schunk & Hanson, 1985). 또한 Pajares
와 Miller(1994)는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인 수학적 자기효능감이 수학적 자아개념, 지각
된 유용성, 사전경험보다 수학적 문제해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Pajares(1996)는 학업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에서, 과제-특
수적 자기효능감(task-specific self-efficacy)과 특정 과제의 수행 간 상관계수는 .49 ～ .70로 나
타났으며, 경로분석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β계수)는 .35 ～ .55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과제-특수적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능력(일반지능 g')만큼이나 학업적 수
행 수준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변인들과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면서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ouffard-Bouchard(1989)
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학습자의 수행수준, 특히 지속적인 자기감시가 요구되는 학
업적 과제의 수행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지속
하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평가하는 능력, 즉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Pintrich와 De Groot(1990)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효율적인 인지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켜 높은 수행수준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Garcia와 Pintrich(1991)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Zimmerman, Bandura와 Martinez-Pons(1992)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목표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이 전략사용 및 자기조절과 같은 인지적 변인에 영향을 미쳐서 수행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거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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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고된 학업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박승호
(1995)는 초등학교 상급학년 학생들의 동기 특성, 인지 특성, 자기조절학습 특성들을 포함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기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직접 효과(β 계
수)가 .31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영미와 김아영(1998)은 초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척도인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취도
와 유의한 상관(r = .40)을 보임을 밝혔으며, 김아영과 박인영(199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시행하여 학업성취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간의
상관이 .34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3 .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achievement goal)는 성취행동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동을 의도하는 신념,
귀인, 감정의 통합된 양상(Weiner, 1986)이고, 성취와 관련된 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반
응하는 여러 방식을 의미한다 (Ames, 1992; Dweck & Leggett, 1988). 이러한 성취목표는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양상의 동기과정에 그 목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학습목
표지향성(learning goal orientation) 혹은 완숙목표지향성(mastery goal orientation)과 수행목표지
향성(performance goal orientation)으로 구분된다 (Ames, 1992; Dweck & Leggett, 1988).
학습목표지향성이란 배우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이를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하며 수행
목표지향성이란 배움 그 자체보다는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같은 과제-외적인 것에 가
치를 두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로 유능감을 추구한
다는 것인데, 한 부류는 자기참조적 기준(self-referenced standard)을 따르기 때문에 과제 그
자체나 혹은 자신의 과거 수행과 비교하여 기술이나 능력의 발전을 추구하고(학습목표지
향), 또 한 부류는 규준적인 기준(norm-based standard)을 따르기 때문에 과제나 시험 등에서
동료들보다 우수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수행목표지향)는 것이다.
학습목표지향적인 학생들은 도전을 추구하며 노력과 결과는 비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원인을 능력보다는 노력에 귀인하며 노력을 통해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학습목표지향성은 효율적인 수행을 하게 하므로 Dweck
(1986)은 이를 적응적인 속성으로 보았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적인 학생들은 노력과 능력은
부적으로 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며(Jagacinski & Nichols, 1984),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
가를 피하는 식으로 동기화 된다. Dweck(1986)은 수행목표지향성을 부적응적인 속성으로 보
았는데 특히 지각된 능력이 낮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성취목표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높은 학습목표지향적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했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수업을 더 좋
아하며(유희정, 1996; Ames & Archer, 1988), 수행목표지향적인 학생들이 피상적인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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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데 반해 적극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1996; 조승우
ㆍ김아영, 1998; Meece, Blumenfeld, & Hoyle, 1988). 또한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들이
수행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들 보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승우ㆍ김아영, 1998).
그러나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수행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인지적 참여, 적응적 학습전략, 자기조절, 그리고 학업수행에서 수행목
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Elliot & Church, 1997; Kaplan & Midgley,
1997). 또한 성취목표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서 Harackiewicz, Barron
과 Elliot(1998)은 수행목표지향성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수행목표지향성과 학습목표지향성이 상호배타적인 차원
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에
서는 높은 학습목표지향성과 함께 높은 수행목표지향성 또한 학업수행을 긍정적으로 예측
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조영미(1999)의 자료 중 서울의 S여고 1학년 150명과 2학년 153명, H여고 1학
년 476명, D고등학교 1학년 49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 수집된 자
료에 대하여 반응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는데 즉, 같은 내용을 묻는 유사한 문항 3쌍에 대하
여 한 문항이라도 응답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한 문항에 대하여서는 매
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 에 응답하고 다른 한 문항에는 전혀 아니다 혹은 아니다 , 약간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반응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료로 간주하고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능지수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던 학생의 자료를 제외한 여학생
517명, 남학생 334명, 총 85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별 대상 학생들의 척도에
대한 반응점수 평균을 검토한 결과 차이가 없어서 학년별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세 학교는 서울시내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변환경과 학생
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간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들이다.

2 .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동기척도 문항들을 하나의 질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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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상담교사가 정규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동기수준을 알아보
기 위한 척도는 내재적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각각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문항은 Likert 식 6점 평정척도로 긍정적인 반
응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약간 아니다 , 아니
다 , 전혀 아니다 로 제시되어 6점에서 1점으로 채점되었다.
(1) 내재 적 동기 척도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자, 김아영, 조석희(1999)가 개발한 내재적 동기문항
을 조영미(1999)가 재분석하여 최종 선택한 과제집착 4문항, 몰입경험 3문항, 과제흥미 4문
항의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2) 학업 적 자기 효 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인영(1999)에 의해 제작된 문항 중, 조영미(1999)
의 논문에서 최종 선택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과제난이도 선호는 8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의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9문항으로 내적합치
도는 .85, 자신감은 8문항으로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이들 3가지 하위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3) 성취 목 표지 향 성
성취목표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mes와 Archer(1988)의 목표지향 척도 중에서 일부의
문항과 조영미(1999)의 논문에서 제작되고 최종 선택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5문항으로 구
성된 수행목표지향의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으며, 4문항으로 구성된 학습목표지향의 내
적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4) 학업 성 취도 의 측 정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표로 국어교과군, 수학, 사회교과군, 과학교과군, 영어교과군의 평균
성적을 사용하였고, S여고의 경우 2학기 학기말 고사 성적을, H여고와 D고등학교의 경우 1
학기 학기말 고사 성적을 학교별, 학년별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5) 지능
지능에 대한 자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한 집단 지능검사 점수를
입수하여 사용하였다. 세 학교 모두 대한 사립 중·고등학교장회에서 발행한 지능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이 지능 검사는 평균 100, 표준편차 17로 제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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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 석
첫째, 각 동기요인들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지능에 대하여 부가적 설명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동기변인이 추가될 때 증가하는
설명분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능과 각의 동기변인이 모두 함께 고려될 때, 유의미한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하
여 단계적 변인선정(stepwise selection) 절차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능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동기변인들의 상대적인 예측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IQ 117이상, 100 ～ 116, 그리고 99이하의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별로 단계적 변인선정 절차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Q를 이
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IQ가 전체적
으로 부적 편포를 보이므로, 평균 IQ인 100보다 낮은 학생들을 학업수행 능력이 저조한 집
단으로 보고 1표준편차 이상인 117이상의 학생들을 높은 학업수행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100 ～ 116의 학생들을 평균적인 학생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
으로 집단을 분류한 결과 상 집단은 전체의 30%, 중 집단은 38%, 하 집단은 32%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 연구결과 및 해석

1 . IQ , 학업성취도 및 동기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동기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 표 1> 에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동
기수준은 6점 평정척도의 중간값이 3.5임에 비추어 볼 때 내재적 동기는 약간 낮은 편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보통, 학습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
히 학습목표지향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표 1> 동기변인들의 척도 점수평균(표준편차)
내재적 동기

학업적자기효능감 학습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남자 (334명)

3.23( .76)

여자 (517명)

3.32( .72)

3.57( .61)

4.09( .71)

3.78( .99)

전체 (851명)

3.29( .74)

3.56( .65)

4.00( .78)

3.70( .97)

3.54( .72)

3.87( .85)

3.5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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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Q , 학업성취도 및 동기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연구대상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본 경우와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서 본 경우의 IQ와 학업
성취도, 동기변인들간의 단순상관행렬표가 < 표 2> 에 제시되어있다. < 표 2 > 를 보면 IQ와
학업성취도는 .62에서 .63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
인하였고, IQ가 동기변인들 보다 학업성취도와 더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
기변인들 중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비슷한 정도로 학업성취도와 보통
정도의 상관(r = .36 ～ .46)을 보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의 두 요인들 중에서는 학습목표지향
이 수행목표지향 보다는 약간 높은 상관을 보였다.
IQ와 동기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IQ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그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였다. IQ와 학습목표지향성은 약간의 상관을 보였으며 수행목
표지향성은 IQ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변인들간의 관계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습목표지향성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수행목표지향
성은 남학생의 경우 학습목표지향성과 내재적 동기와 보통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
의 경우는 다른 모든 변인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변인들간의
상관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여학생들의 경우가 남학생들의 경우보
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변인들간의 상관행렬
학업성취도

IQ

내재적동기

학업적자기효능감

학습목표지향

수행목표지향

남자

.63

여자

.62

전체

.62

남자

.42

IQ

내재적동기 학업적자기효능감 학습목표지향

.29

여자

.36

.29

전체

.39

.30

남자

.46

.42

.72

여자

.36

.33

.68

전체

.40

.37

.70

남자

.34

.20

.70

.60

여자

.30

.17

.61

.53

전체

.32

.20

.65

.56

남자

.21

-.02

.21

.06

.40

여자

.18

.08

.13

-.05

.19

전체

.19

.06

.16

-.00

.29

주 : 전체: 851명 남자: 334명 여자: 5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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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기변인들의 부가적 설명력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동기변인의 부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식
에 IQ가 먼저 들어간 후 동기변인들이 추가될 때 증가하는 설명분산에 대하여 유의도 검증
을 실시하였다. 남·녀 학생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 표 3> 과 같다.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IQ의 설명분산은 남학생의 경우 39.4%,
여학생의 경우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재적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목
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의 4가지 동기 요인을 각각 추가하였을 때 증가하는 설명분산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각각 6.2%, 4.6%, 4.8%, 4.9%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동기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가장 큰 부가적인 설명력(6.2%)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설명분산이 각각 3.7%, 2.7%, 4.0%, 1.7%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남학생과는 달리 학습목표지향이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가장 큰 부가적인
설명력(4.0%)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기변인들의 부가적 설명분산의 유의도 검증
종속변인

2

R 2 변화량

성별

예측변인

남자

IQ

.394

216.09* *

여자

IQ

.389

328.24* *

전체

IQ

.382

524.77* *

남자

IQ, 내재적동기

.456

.062

37.36* *

여자

IQ, 내재적동기

.426

.037

33.14* *

전체

IQ, 내재적동기

.427

.045

67.33* *

남자

IQ, 학업적자기효능감

.440

.046

26.90* *

여자

IQ, 학업적자기효능감

.417

.027

24.07* *

전체

IQ, 학업적자기효능감

.417

.035

51.08* *

남자

IQ, 학습목표지향성

.442

.048

28.61* *

여자

IQ, 학습목표지향성

.429

.040

35.78

전체

IQ, 학습목표지향성

.420

.038

55.50

남자

IQ, 수행목표지향성

.444

.049

29.43* *

여자

IQ, 수행목표지향성

.406

.017

14.44* *

전체

IQ, 수행목표지향성

.406

.024

34.79* *

R

F변화량

학업성취도

주: 전체: 851명 남자: 334명 여자: 517명

**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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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업성취도에 대한 IQ와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 표 3> 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은
모두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모두 함께 고려될 때 학
업성취도에 대하여 갖는 상대적인 예측력을 알아보고,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IQ와 위의 4가지 동기요인들을 가지고 단계적 변인선정(stepwise selection) 절차를 수
행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IQ, 내재적 동기, 수행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IQ, 학습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선택되었
다. 남·녀 학생별 결과는 < 표 4 > 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IQ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가장 중요한 변인
이며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동기변인들도 의미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IQ와 동기
변인들이 학업성취도를 의미있게 예언하는 분산의 양은 전체집단에서는 45%, 남학생 집단
에서는 49.1%, 여학생 집단에서는 44.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학업성취도에 대한 IQ와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종속변인

성별

모델

예측변인

R

2

R 2 변화량

F변화량

1

IQ

.394

.394

216.09* *

2

IQ, IM

.456

.062

37.36* *

3

IQ, IM, PG

.485

.029

18.58* *

4

IQ, IM, PG, ASE

.491

.006

4.10*

1

IQ

.389

.389

328.24* *

여자

2

IQ, LG

.429

.040

35.78* *

(517명)

3

IQ, LG, PG

.438

.009

8.11*

4

IQ, LG, PG, ASE

.447

.009

8.46*

1

IQ

.382

.382

524.77* *

2

IQ, IM

.427

.045

67.33* *

3

IQ, IM, PG

.443

.015

23.56* *

4

IQ, IM, PG, ASE

.450

.007

11.05*

남자
(334명)
학업
성취도

전체
(851명)

주: IM: 내재적 동기, PG: 수행목표지향성, LG: 학습목표지향성, ASE: 학업적 자기효능감.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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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IQ 수준별 집단간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비교
IQ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동기변인들의 상대적인 예측력에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IQ 117 이상, 100 ～ 116, 그리고 99 이하의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
하여 집단별로 이들 동기요인들을 가지고 단계적 변인선정(stepwise selection) 절차를 수행하
였다. IQ 수준에 따른 남·녀 학생별 분석결과는 < 표 5> 와 같다.
< 표 5> 는 IQ 상·중·하 집단에서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동기변인들이 다른가
같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동기변인
이 학생들의 IQ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데 즉, IQ 상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행목표지향성이, 하 집단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수행목
표지향성이 효과적인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녀별 분석에서는 여학생은 상 집단에서
내재적 동기 또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중, 하 집단 모두에서 학습목표지향
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IQ 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의 비교
종속

IQ

변인

수준

상

학업
성취도

중

하

성별

모델

예측변인

R

2

R 2 변화량

F변화량

남자(76명)

1

ASE

.155

.155

13.58* *

여자

1

ASE

.132

.132

27.02* *

(180명)

2

ASE, IM

.154

.022

4.58*

전체(256명)

1

ASE

.137

.137

40.16* *

남자

1

ASE

.134

.134

19.20* *

(126명)

2

ASE, PG

.229

.095

15.16* *

여자(200명)

1

LG

.076

.076

16.31* *

전체

1

ASE

.073

.073

25.66

(326명)

2

ASE, PG

.122

.049

17.90* *

남자(132명)

1

IM

.141

.141

21.31

여자(137명)

1

LG

.049

.049

7.02*

전체

1

IM

.079

.079

22.89* *

(269명)

2

IM, PG

.103

.024

7.08*

**

**

주: IM: 내재적 동기, PG: 수행목표지향성, LG: 학습목표지향성, ASE: 학업적 자기효능감.
*
**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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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지능의 효과를 배제하고 과연 동기변인이 예측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습관련
동기변인인 내재적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중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우선 IQ, 학업성취도, 그리고 동기변인들 간의 단순상관을 보면 선행연구 결과들과 마찬
가지로 IQ가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r = .62 ～ .63), IQ와 동기변인들 간
에는 보통 정도의 상관(r = .17 ～ .42), 그리고 동기변인들 간에는 수행목표지향성을 제외
하고는 비교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53 ～ .72).
이러한 결과는 학습목표지향성이 수행목표지향성보다 학업성취도와 더 많이 관련되어 있
다는 성취목표지향이론에 관한 초기 선행연구들(Ames & Archer, 1988; Meece et. al., 1988)과
일치한다. 수행목표지향성은 학업성취도와 낮지만 정적인 상관(r = .18 ～ .21)을 보임으로
써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한 Harackiewicz 등(1998)이 수행목표지
향성이 학업성취에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라고 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학습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간의 상관계수가 남학생의 경우 .40, 여학생의 경우 .19로
나타난 것은 학습목표지향과 수행목표지향성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하나는 적응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적응적인 성향이라는 주장(Dweck, 1986; Dweck & Leggett, 1988)이나, 두 가지는 독
립적인 차원의 구인이라는 주장(Anderman & Maehr, 1994; Meece & Holt, 1993)과는 달리 정
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이 수
행목표지향성 또한 높은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남학
생들은 공부하는 목적으로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 뿐 아니라 남에게 인
정받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한국교육현장의 경
쟁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동기요인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IQ가 설명하는 분산에 부
가적인 설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내재적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목
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이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부가적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Q가 학업성취도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38～39% 정도이며 이에 더해서 동기
변인들과 함께 설명하는 분산의 정도는 4 1～49%에 이르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동기변인들을 모두 회귀식에 넣어 분석한 결과 각각의 동기변인들은, 약간의 남녀 차이는
있었으나, 학업성취도를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 동기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는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개인의 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나 학습동기는 상황적 변인으로 훈련이나 교육에 의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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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동기유발이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입이 학업성
취도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또 한가지 측면은 IQ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기변인들의
예측력의 차이이다. 분석 결과 IQ가 높은 남녀 학생 집단과 중간인 남학생 집단에서는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IQ가 중간이거나 낮은 여학생 집단에서
는 학습목표지향성이, IQ가 낮은 남학생 집단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
임이 나타났다. 따라서 IQ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동
기변인을 중재하는 경우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IQ가 낮
은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내재적 동기 증진 프로그램이나 학습목표지향성을 유도하는 학생
지도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의 적성에 맞추어 차별
적인 지도가 유의하다는 적성-처치 상호작용연구가 시사하는 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제까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동기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지능의 효과를 고
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기변인들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용성을 제
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IQ를 동기변
인들과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와 관련된 문제
이다. 최근의 대학입시제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의 성적을 일괄적으
로 후하게 주고 편차도 심하게 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학교성적을 준거변
인으로 하였을 때 점수들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적 편포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본 연구와 같이 상관이나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연구는 그 결과가 실제 효과보다 축소되게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된 성취도 검사나 표준화 성취도 검사 등을 사용
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기척도들에 관한 문제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동기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동기변인 속에 포함시킨 문항수가 충분하지 못해 내적 합치도가 약
간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의 특정 지역에 국
한되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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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 lat ive Pote ncy of Inte llige nce a nd Mot ivat io n Va ria bles
in Pre d ict ing Aca de m ic Ach ieve m e nt

Ahyoung Kim·Young-Mi Cho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power of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after removing the effect of intelligence, in predict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o
achieve this goal, 851 high school boys and girls' intelligence scores and academic achievement data
were collected along with the responses to three scales that assess students' motivation levels,
namely, intrinsic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goal-orientat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onfirm the year-old contention that IQ is the best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and that motivation is a powerful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even
after removing the effect of intelligence.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relative potency of each
motivation variable differs among high, middle, and low intelligence groups. For the high IQ group,
academic self-efficacy i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middle IQ group,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low IQ group, intrinsic motivation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practical value of enhancement program for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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