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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안혜진(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취목표이론의 확장으로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
로 분화되어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증하여 어떠한 목표
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한 2개의 대학 221명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사회적 및 학업적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의 내적구조가 대학생집단에게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사회적 숙달목표와 학업적 숙달, 수행접근 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사회적 수행회피,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숙달목표와 학업적 숙달,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수
행회피와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중목표의 관점
으로 학업적 숙달과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와 함께 사회적 숙달과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학생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적 성취목표와 함께 사회적 성취목표도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사회적 성취목표, 학업적 성취목표, 심리적 안녕감

Ⅰ

. 서 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취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차 변인이 끊임없이
연구되어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성취목표이론은 학생들의 성취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취목표 이론은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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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으나 학업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
고 있다.
성취목표를 크게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하여 숙달목표는 자신의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수행목표는 자신의 유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
다. 학교 현장에서 숙달목표는 적응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수행목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숙달목표 지향이 수행목표보다 더 교육적
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해왔다(Ames & Archer, 1988; Dweck, 1986). 그러다가 수행
목표도 학업 상황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가 증명되면서(Elliot,
1999; Harackiewicz, Barron, & Elliot, 1988; Senko & Harackiewicz, 2002) 숙달목
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목표의 긍정적인 잠재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
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는 연
구결과(Pintrich, 2000)에 따라 학업적 상황에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 목표 모두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다중목표 모형이 나오게 되었다(Barron & Harackiewicz,
2001).
최근 성취목표 이론이 학업과 관련된 목표만을 강조하여 사회적 목표를 무시하거
나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동기의 역동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학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의 성취목표 이론을 설명하려
는 움직임이 나타났다(Covington, 2000; Deci & Ryan, 2000; Dowson & McInerney,
2001; Patrick, Anderman, & Ryan, 2002; Wentzel, 2000). 이러한 필요성으로 기존의
학업적 영역에서 다루었던 성취목표를 사회적 영역에서의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를 증
명하거나, 성취목표를 학업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목표로 분화된다는 위계적 구조
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안혜진, 2012; Horst, Finney & Barron, 2007;
Ryan & Hopkins, 2003; Ryan & Shim, 2006). 학습자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는
매우 다양해서 공부나 과제에 대한 숙달이나 남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표뿐
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중요
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경우 학업적 상황에서 사회적 성취목
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학업적 성취목표 이론의 확장을 요구한 다수의 연
구(McInerney, Marsh, & Yeung, 2003; Ryan & Shim 2006; Wentzel, 2005)들에서
사회적 성취목표를 포함한 성취목표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이러한 목
표들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내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로도 만족감을 얻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어떤 보상이나 사회
적 인정을 바라는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
며,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와는 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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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은 이후 성인기의 삶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
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행복점수는 56점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였고, ‘행복
하지 않다’고 말한 학생이 약 40%로 나타났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활비 걱정으로 꼽았다(안동준, 201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유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자기탐색 및 생애목표를 설
정하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와 직업선택을 위한 취업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 초기로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인지 및 인격적 성숙의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함과 동시에 학문적 성취 및 진로탐색,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등
의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위주와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예비 사회인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 어떠한 목표를 가지
느냐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 Deci와 Ryan(2000)과 Kaplan과
Maehr(1999)의 연구에서 학업적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이 안녕감의 수준이 높
았으며, 학업적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 높은 불안수준과 낮은 자존감과 안녕
감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의 분화 구조를 설명하
여 재개념화된 성취목표가 대학생 집단에게도 타당한 구조인지를 증명하고, 대학생들
이 추구하는 목표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인지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목
표를 포함한 재개념화 된 성취목표의 이론을 적용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
펴보기로 한다. 또한, 다중목표가 학업 및 적응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관점을 적
용하여 인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심
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개념화에 따른 성취목표의 구조가 대학생 집단에게 타당한가?
염구문제 2.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다중목표의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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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취

1. 성

목표 재개념화

동기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성취목표이론’은 초기에는 ‘목표지향성’으로 불
려왔다. 성취목표이론과 목표지향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취목표가 목표
지향성 보다 구체적이며, 과제를 위해 갖는 특정 표적목표가 아닌 과제나 상황의 성
취를 위한 일반적 초점이나 목적으로 표현된다(이종욱, 2007).
학교에서의 성취목표 이론은 한 개인이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와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생
들이 어떠한 성취목표를 가지느냐는 학습의 선택, 학습의 노력과 시간, 학습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Ames, 1992; Elliot, McGregor, & Gable, 1999; Maehr, 1989;
Midgley, Kaplan, Middleton, Maehr, Urdan, Anderman, & Roeser, 1998). 이러한 성
취목표는 주로 학업적인 영역에서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되었지만, 수행목표가
접근과 회피로 나뉘면서 성취목표는 3요인 구조로 설명되었고, 숙달목표도 접근과 회
피로 분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Elliot & McGregor, 2001)를 바탕으로 2X2의 4
요인(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구조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학업적 영
역에 대한 성취목표에서의 요인구조의 계속적인 분화연구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연구
(이주화, 김아영, 2005; VandeWalle, Cron, & Slocum, 2001)에서 숙달회피 목표의 충
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학업적 성취목표를 숙달, 수행접근, 수행회피의 3요인의
타당성이 지지되고 있다.
이처럼, 성취목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적 영역의 목표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
계의 영향을 설명하거나 사회적 목표를 측정하는 데 미흡하였음을 비판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목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맥락적 접근의 동기이론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봉미미 외, 2008; Meece, 1991; Pintrich & Garcia, 1991). 이러
한 필요성으로 기존의 성취목표 이론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Covington(2000)과
Horst 외(2007)의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학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숙달목표를
더 지향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Urdan과 Maehr(1995)도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사회적 목표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목표
(social goal)를 Wentzel(2000)은 학습에서 특정한 사회적 결과나 상호작용을 성취하
려는 목표로 정의하고, Urdan과 Maehr(1995)는 학습상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
적 이유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목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학업적 성취목표 이론의 틀에 사회
적 성취목표를 정의하여 사회적 목표를 학업적 성취목표의 동일한 구조로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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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Ryan & Hopkins, 2003; Ryan & Shim, 2006). Ryan과 Shim(2006)은 사회
적 성취목표를 학업적 성취목표의 3요인(숙달, 수행접근, 수행회피)의 틀을 적용하여
사회적 숙달, 사회적 수행접근, 사회적 수행회피의 목표로 개념화하고 척도(SAGS;
Social Achievement Goal Scale)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숙달목표는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목표의 유형으로, 사회적 기술을 증가시키거나 사회적 관계를 더 좋게 형
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획득하
고 사회적 유능성을 증명하는 목표의 유형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사회적 명성을 얻
는 것이다.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는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함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목
표의 유형이다.
Ryan과 Hopkins(2003), Ryan과 Shim(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안혜진
(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구하는 성취목표는 크게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의 형태로 나뉠 수 있다는 성취목표이론의 내적구조 모형의 내·외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성취목표의 구조는 학업적 영역과 사
회적 영역으로 구분되고, 학업적과 사회적 각각의 영역에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
행회피목표의 위계적 6요인 모형이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외적 타당성
분석결과, 기존의 학업적 성취목표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변량 외에 추가적으로 사
회적 성취목표가 독립적으로 학업성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있는 설명량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즉, 학업적 성취목표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성취목표 이론이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로 분화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개념화된 성취목표란 학업상황에서의 공부하는 이유와 의도를 학업적 성
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로 분화되며, 각 성취목표의 하위요인으로 숙달,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로 분화된다. 사회적 숙달목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
한 유능감 발달을 지향하는 목표,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유능성을 증명하는데 노력하는 목표,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는 학
교에서 학생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목표라 정의한다. 학업적 숙달목표는 학업에서 자신의 유능감 발달을 지향하는 목표,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는 학업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증명하는데 노력하는 목표, 학업
적 수행회피 목표는 학업상황에서 부정적인 학업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목표라 정의한다.
2. 심리적

안녕

감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서의 주관적 안
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삶 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초래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나뉜다. 주관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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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쾌락주의적 관점으로 안녕감을 행복에 초점을 두고 쾌락추구, 고통의 회피로 규
정하여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많은 긍정적 정서 경험과 적
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 정의한다(김명소, 임지영, 2003; Keyes, 2006;
Ryan & Deci, 2001).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제안하였다. 심리
적 안녕감은 인간의 잠재력과 관련된 것으로, 의미와 자기실현에 초점을 두며, 안녕
감을 한 개인이 충분히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Jung의 개성화, Allport의 성
숙,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 Neugarten의 성격변화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
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요인을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으로 구분하였다. Ryff와 Keyes(1995)는 심리
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개 하위요인이 삶의 질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6개의 하위요인이 서로 관련성을 보이며, 개념적으로 독립된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국내에서도 김명소 외(2001)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6개의 하위요인
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임을 증명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연령에 따른 발달에 대해 김명소 외(2001)는 청년기와 중년기 노
년기로 나누어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
인관계, 삶의 목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개인적 성장에
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자아수용은 청년기보다 중년기에
낮아지다가 노년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안녕감 수준을 미국 대학생과 비교한 차경호(2004)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5가지 하위요인에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
녕감이 더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대학입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과도한 경쟁
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과 성
취를 강조하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복종을 강조하는 수직적 집단주의의 복합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개발하고 발
전시킬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취

3. 성

목표와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

성취목표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보면, 기존의 성취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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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학업적 영역의 목표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성취목표와 학업성취와
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즉, 숙달목표는 학업관련 변인들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에, 수행목표와 학업관련 변인들은 불일치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
업성취와 학교의 적응에서 수행목표는 부정적인 효과(Ames & Archer, 1988;
Greene, Miller, Crowson, Duke & Akey, 2004))를 보이기도, 긍정적인 영향(송인섭,
박성윤, 2000; Elliot, 1999; Elliot & Church, 197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ci와 Ryan(2000)은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재적인 측면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목표달
성을 향한 경로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더
크다. 반면에 사회적인 칭찬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유능성을 증명하
고자 하는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켜 만족감이 덜 느껴진다. 또한, Kaplan과
Maehr(1999)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와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제관여 목표와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정서, 동료관계, 충동억제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아관여 목표와 안녕감의 긍정적 정서적, 충동억제와는 부적인 상관
이 나타났다.
수행목표와 같은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외재 목표와 심리적인 안녕감과의 부적인
관련성에 대해 Sheldon 외(2004)는 외재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재 목표를 추
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쟁적이며, 친구나 파트너와 보다 많은 갈등적인 관계를 보이
고 있어 행복에 필요한 높은 질의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
는 제한적인 자원인데 외재 목표에 대한 너무 많은 에너지의 투입은 내재 목표에 투
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감소시켜 욕구충족을 감소하게 한다(이명자, 2008 재
인용).
국내연구에서 이명자(2008)는 대학생의 자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모형을 검증
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 내재 목표 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외재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인 긍정적 대인관계의 상관을 분석한 안혜진(2012)의 연구
에서 사회적 숙달목표와 긍정적 대인관계의 상관은 .28,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와 긍
정적 대인관계의 상관은 -.35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
과로 사회적 성취목표에서의 숙달목표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목표
와 관련이 높고, 사회적 수행회피는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목표의 유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과 사회적 성취목표가 심리
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목표의 유형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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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대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생은 학업성취도 중요하
지만, 성인기 이후의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며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시작의 단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목표의 유형을 살펴보고,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의 S대와 경기도 K대 4년제 대학에서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남
성별
여
1
2
학년
3
4

N
63
158
106
67
28
20

%
28.5
71.5
48.0
30.3
12.7
9.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취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성취목표 검사와 학
업적 성취목표 검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안혜진(2012)이 우리나라 상황
에 맞게 타당화 한 도구로 사회적 숙달목표, 사회적 수행접근,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
로 19문항 6점 Like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성취목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숙달목표의 Cronbach  =.79,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의 Cronbach  =.82, 사회
적 수행회피 목표의 Cronbach  =.83으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성취
목표는 이주화와 김아영(2005)이 학업적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
표의 5문항씩 총 20개 문항을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숙달
접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학업적 숙달목표의 Cronbach
 =.77,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의 Cronbach  =.84,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의 Cro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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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취목표 문항들의 전체
신뢰도  =.89로 매우 신뢰롭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외(2001)가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
율성 8문항, 환경통제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6문항으로 총 6개의 하위
요인 44문항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차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환경통제,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의 1문항씩을 삭제하고 최종 3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심리
적 안녕감의 신뢰도는 자아수용 Cronbach  =.75, 긍정적 대인관계의 Cronbach 
=.79, 자율성 Cronbach  =.76, 환경통제 Cronbach  =.70, 삶의 목적 Cronbach 
=.80, 개인적 성장 Cronbach  =.6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목표만을 강조하였던 종래의 성취목표 이론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학업적 성취목표에 사회적 성취목표를 추가하여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의
내적구조의 타당성과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18.0
과 SPSS 18.0을 사용하였다. AMOS 18.0을 활용하여 대학생 집단의 성취목표의 내
적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SPSS 18.0을 활용하여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의 유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
중목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 연구결과

된 취

1. 재개념화

성

목표의 내적구조의

타

당성

사회적 영역에 대한 목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성취목표이론이 기존 학업적 성
취목표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취목표도 있으며, 학업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성취목표이론의 구조를 설명한 안혜진(2012)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도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의 내적구조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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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증분적합도 지수인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부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토대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증분적합도 지수
인 TLI와 CFI는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
며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절대적 지수인 RMSEA는 표본크기가
민감한 χ2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이면 아주 양호
한 모형으로 평가되고, .08이하이면 괜찮은 모형으로 평가되며, .10이하이면 수용할
만한 적합도, .10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로 평가된다(이학식·임지훈, 2007).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의 내적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 내적구조 모형의
표준화계수는〔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내적구조 모형은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으며, 〔그림 1〕의 재개념화된 성취목표 내적구조 모형
의 모수 추정치에 대한 표준화회귀계수는 .40에서 .97까지의 값을 나타내며,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검증모형의 적합도
검증모형

²
9.150
χ

df
5

p
.000

CFI
.987

TLI
.960

〔그림 1〕재개념화된 성취목표의 내적구조

RMSEA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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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2. 성

목표와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

성취목표 재개념화에 따라 사회적 및 학업적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1. 사회적
숙달
2. 사회적
수행접근
3. 사회적
수행회피
4. 학업적
숙달
5. 학업적
수행접근
6. 학업적
수행회피
7. 환경통제
8. 개인적
성장
9. 자아수용
10. 긍정적
대인관계
11. 자율성
12. 삶의목적

1
1
.47**
.16*
.22**
.35**
.18**
.07
.18**
.10
.16*
.11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
.26**
.05
.38**
.26**
.06
-.09
.04
-.00
-.20**
-.07

1
.14*
.27**
.47**
-.21**
-.21**
-.24**
-.37**
-.22**
-.22**

1
.42**
.22**
.16*
.25**
.08
-.06
.18**
.34**

1
.61**
.01
-.03
-.06
-.08
-.05
.11

1
-.30**
-.38**
-.31**
-.31**
-.26**
-.18**

1
.43**
.62**
.40**
.30**
.52**

1
.52**
.46**
.34**
.52**

1
.47** 1
.38** .17** 1
.50** .35** .33** 1

*p<.05, **p<.01, ***p<.001
<표 3>을 살펴보면, 사회적 숙달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와의 상
관 r=.16 (p<.001)로 나타났고, 학업적 숙달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통제와의 상
관은 .16 (p<.05), 개인적 성장과는 .25 (p<.001), 자율성과는 .18 (p<.001), 삶의 목적
과는 .3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와 심
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21에서 -.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
였으며,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18에서 -.3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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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 및 학업적 성취목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의 평균을 종속변
인으로 놓고 사회적 성취목표와 학업적 성취목표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
하여 회귀모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표 4>와 같다.
<표 4> 성취목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심리적
안녕감

독립변인
사회적 숙달
사회적 수행접근
사회적 수행회피
학업적 숙달
학업적 수행접근
학업적 수행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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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6
-.01
-.14
.17
.12
-.31

SE
.07
.04
.04
.05
.05
.05

t
F

.14 2.18**
-.02 -.34
-.22 -3.39**
.33 17.75***
.24 3.74***
.19 2.43*
-.49 -6.29***




<표 4>을 보면, 성취목표의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의 변인을 약 33%로 설명
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들이 유의미한 예측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22,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49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숙달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14, 학업적 숙
달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24,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19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목표는 학업적 성취목표가 사회적 성취목표보다 영향을 더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다중목표에 따른 심리적

안녕

감의 차이

성취목표이론에서 학업적 영역의 숙달목표와 수행접근 목표를 모두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다중목표의 이론과 경험적인 증거(Barron & Harackiewicz, 2001;
Harackiewicz et al, 2002; Linnenbrink, 2005)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숙달
목표와 수행접근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적 성취목표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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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목표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박병기와 이종욱(2005)의 성취목표의 다중목
표 분류에 근거하여 목표의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이상이면 상 집단, 평균이하이면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중목표 모형에 따라 학업적과 사회적 영역의 수행회피 목표
를 갖고 있지 않은, 즉 사회적 및 학업적 영역의 수행회피 목표점수가 하 집단에 속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숙달과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가 상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추출하여 사회적 성취목표의 유무를 분류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숙달목표의 평균은 5.15,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의 평균은 3.61, 학
업적 숙달목표는 4.29,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는 4.02로 나타났으며, 평균보다 높으면
상집단, 평균보다 낮으면 하집단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학업적 성취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성취목표의 높고 낮음에 의해
을 분류된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표 5>와 같고, 성취목표의 프로파일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 <표 6>과 같다.
<표 5> 성취목표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집단
1
2
3
4

**p<.01

학업적 성취목표
숙달 수행접근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사회적 성취목표
숙달 수행접근
상
상
상
하
하
상
하
하

N

M

SD

F

5
3
3
3

4.85
4.09
3.89
3.90

.18
.17
.48
.47

8.00**

<표 6> 성취목표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사후 분석
성취목표 유형
1집단 vs 3집단
1집단 vs 4집단

평균 차
.96
.95

SE
.24
.24

p
.02
.02

성취목표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표 5>를 보면,
학업적 숙달과 수행접근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가 높은 집단
(1집단)이 다른 다중목표 집단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6>의 사후 검증결과, 학업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와 사회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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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 가지고 있는 1집단이 학업적 성취목표의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는 높으나, 사회
적 숙달목표가 낮고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가 높은 집단(3집단), 학업적 숙달과 수행
접근 목표는 높으나 사회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가 낮은 집단(4집단)보다 심리적 안
녕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이론이 대학생 집단에게도 타당한가를 검증하고,
대학생의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와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학업적 성취목표만을 강조하던 성취목표 이론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재개념화된 성취목표가 대학생에게도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성취목
표 이론이 학업적 성취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목표도 성취목표의 내적구조의
분화된 형태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성취목표의 하위영역에 학업적 성
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를 두고, 각각의 목표에 숙달, 수행접근, 수행회피의 내적구
조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혜진(2012), Ryan과 Shim(2006),
Horst 외(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
표는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기존의 학업적 성취목표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사회적 성취목표를 추가한 성취목표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재개념화된 성취목표 이론을 적용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에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및 학업적 숙달목표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r=.16에서 r=.34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는데 반해, 사회적 및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
와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모두에서 r=-.18에서 r=-.38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
관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사회적 성취목표에서는 사회적 숙달목표( =.14)와 학업적 성취목표에서는 학업적 숙
달( =.24), 학업적 수행접근 목표( =.19)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
향으로는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 =-.22)와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 =.-49)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Kaplan과 Maehr(1999)가 목표와 안녕감의 상관을 분석한 연구에서
과제관여 목표와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정서, 동료관계, 충동억제와는 정적상
관을, 자아관여 목표와 안녕감의 긍정적 정서, 충동억제와는 부적인 상관계수를 보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Tuominen-Soini 외(2008) 연구에서도 자아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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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자신의
유능성을 증명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은 적응의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연구 중에서 사회적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
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숙달목표와 긍정적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적상관
을,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와 긍정적 대인관계는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난 안혜진
(2012)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학업적 성취목표가 학업에서의 적응이나 안녕감의 관계를
보여주었던 양상처럼 사회적 성취목표에서도 사회적 숙달목표와 사회적 수행접근 목
표는 적응이나 안녕감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피하려는 사
회적 수행회피 목표는 적응이나 안녕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셋째, 이미 학업적 성취목표에서 숙달목표와 함께 수행접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 및 적응에 더 긍정적이라는 다중목표의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취목표가 추가된 재개념화 된 성취목표에서도 다중목표의 유익성이 증명되는지를
검증하였다. 학업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성취목표의 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와 함께 사
회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및 사회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집단
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업적 성취목표와 함께
대학생들은 사회적 성취목표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다중목표의 관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되었다. Wentzel(1993, 2000)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적 숙달이나 수행목표와 함께 사회적 성취목표도 가지고 있었고, 학업
적 목표보다 학업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가 추가되면 학업에서의 적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Dowson과 McInerney(2001, 2003)의 연구에서도 사
회적 성취목표가 학업적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보다 학생들의 동기와 성취에 더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이었으며, 학업적 및 사회적 성취목표와의 다중목표가
학업적 동기와 수행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학업적 성취목표만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취 및 적
응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 사회적 성취목표를 추가하여 재개념화된 성취목표와 대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대학은 학
업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도 중요하며, 학업적 및 사회적 목표가 대학생들의
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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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이 학교의 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지대한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대학은 학업성취 외에 자기 성장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등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학업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
지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성취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학이
라는 환경과 대학생이 추구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목표는 중학교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를 측정하는 도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중목표의 접근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목표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및 학업적 수행회피 목표 점수가 낮고, 학업적 숙달과 수행접근 목
표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상 집단만을 분류하다보니 분석 대상자가 1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집을 활용하여 학업적 성취목표와 함께 사회
적 성취목표를 추구하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다중목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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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

The Relation Between Re-conceptuali ed
Achievement Go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 Hy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re-conceptualized
achievement go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 For this research,
221 college students made up a questionnaire of academic achievement goal, social
achievement go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model of the achievement goal
theory according to re-conceptualization was the goodness of fit.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mastery goal, academic mastery goal, academic
performance-approach go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positive. however,
social performance-avoidance goal and academic performance-avoidance goal were
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negatively. Third, the regression analysis,
social mastery goal, academic mastery goal, academic performance-approach goal
were positive influential variabl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Also, social
performance-avoidance goal and academic performance-avoidance goal were negative
influential variabl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this study revealed that it
was more benefit to have not only academic mastery goal, academic
performance-approach goal but also social mastery and performance-approach goal.
This study has contribution to analysis re-conceptualized achievement goal theory
including social achievement gaol. Also, this study has educational implication to
consider the achievement goal type and enhance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social achievement goal, academic achievement goal,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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