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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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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고창지역의 6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1, 2학년 6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30명씩 무선적으로 배정하였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1일 4회기씩 총 8회기의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피험
자들은 통제집단보다 희망 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5주 후까지 지속되었다. 둘째,
실험집단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 보다 학습동기 척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5주 후
추수 결과에서도 유지되었다. 셋째, 실험집단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 보다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점수
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나,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희망증진집단상담,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숙달목표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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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 병리적인 부분의 진단과 치료에 주목
해오면서 정신병리의 이해와 치료에 큰 진보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병리적인 부분에 대한 치중은
사람들의 다양한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상담 및 치료의 효과적인 수단과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
근 심리학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하는데
개인의 강점(strengths)과 자원(assets)을 활용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는(Seligman. 2002)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긍정심
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강점이나 자원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안녕감(well-being), 만족감, 몰입
(flow), 기쁨, 행복감, 낙관주의, 희망 및 감사 등
긍정적 특성과 경험들이 성취, 발달, 대인관계, 집
단 간 과정, 대처, 일 및 건강 등의 다양한 맥락
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
이 바로 희망(hope)이다.
Stotland(1969)는 희망이란 인간을 움직이게 하며
무언가를 이뤄가게 하는 인간 행동의 필수 조건
으로 희망은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며 무망
감은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희
망을 “목표도달,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과 관련된 목표 획득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정의하였다.
희망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Snyder는 희
망을 “목표 지향적 에너지인 주도사고와 목표 성
취를 위한 계획인 경로사고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라고 정의하고(Snyder et
al., 1991) 희망을 목표(Goal),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주도사고(Agency Thinking)의 세 가지 개
념으로 설명하였다.
목표(Goal)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며,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기
대는 희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Snyder et al.,
2000; Stotland, 1969). 경로사고(Pathway Thinking)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가능한 방법들을 발견 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적 메시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Snyder, et al., 1998). 경로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
해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
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희망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은 대안적인 방법들을 보다 쉽게 발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대안적인 방법들
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 낸다(Irving, Snyder, &
Crowson, 1998; Snyder et al., 1991). 주도사고
(Agency Thinking)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경
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
다”와 같은 내적 메시지로 표현된다. 주도사고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안적 경로들 중
에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동기화
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Snyder, 1994).
Snyder(1994)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도전
적이고, 실패보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
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
망을 생각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하
였다. 반면에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실패에 초
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
서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희망의 특징으
로 인해 희망이 학업수행, 건강, 심리적 적응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Snyder et al.,, 1997).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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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희망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해
외연구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지만 여러 연구들
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 및 탄력성 발달(김택호,
2004), 희망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김선중,
2005), 희망수준과 목표설정(최동옥, 2005), 희망과
사회적 지지, 접근적 대처방식, 자아 효능감, 심리
적 안녕감과 관계(김남희, 2005)를 알아보았다.
학업분야에서의 희망연구들을 살펴보면 희망은
학업성취와 상관이 있었는데 희망은 초등학생
(Snyder et al., 1997), 고등학생 및 대학생(Snyder et
al., 1991)의 시험점수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들은 희망수준이 학점, 졸업율 및 낙제
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nyder, Wiklund, & Cheavens, 1999). 우리나라에서
도 학업성적이 희망수준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이 있음을 보여 준 연구가 있다(한수희, 2007). 이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희망수준이 더 높았고, 학업성적에 따
라 학생들의 희망수준 정도가 결정되어 질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이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
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가 학습동기이다. 학습
동기는 학습과 관련해서 제반 학습활동을 촉진시
켜주는 동시에 학습의욕을 환기시켜 주는 동기를
말한다(김용래, 1994). 또한 학습동기는 인간이 학
업행동을 시작하게 만들고 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방향으로 학업행동을 하도록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김동원, 2008). 즉, 학습
동기는 학업목표를 세우고 그 학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고 유발된 행동이 목표를
향해 계속되도록 하는 요인으로써 청소년의 학업
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지능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를 잘 하지 않거나

학습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왜 하는지 모
르겠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드는
등의 학습동기 저하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학습동기를 북돋우기 위한 그동안
의 현장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부하는 이유에 대
한 각성을 통해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려고 시도하
였거나(김수자, 2004), 진로탐색을 통해 학습동기
를 향상시키려고 하였으며(김미나, 2001), 학업습
관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고(박태임,
1994), 학업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학습동기를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강태용, 2002; 윤순희, 2007).
그러나 희망과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nyder의 희망이론에 따르면 희망은 목표 지향
적 사고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
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경로들과 그러한 경로들
을 사용하려는 동기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며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 있
어 학습은 사회적 번영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
며 이는 청소년기의 매우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학습동기는 학습을 단순한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학습과제를 유의미하고 가치
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며, 학구적인 학습행위
자체에 만족을 느끼면서 지식이나 기능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다(김수자, 2004). 희망적 사고를 적용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들이 바라는 학습목표를 추
구할 동기와 함께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다양한
경로들을 발견할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희망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에 초점을 둔 상태를
유지할 능력을 가져야 하며, 자기비하적(selfdeprecatory) 사고와 부정적 감정의 간섭에 방해받
지 말아야 한다(Snyder et al., 1999).
청소년의 학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목표지향성이다. 목표란 특정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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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의도로 정의된다. 목표를 세워 외부적
보상 없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행
동하며 그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취를 추구
하는 성취목표는 과업의 숙련을 추구하는 숙달목
표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수행목표, 성공을 추구하는 접근목표와 실패를 회
피하려는 회피목표로 구분된다.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서, 태도를 보이며 학업과제에 가치
를 두고 과제에 대한 노력과 수행의 지속력을 보
여준다(Elliot & McGregor, 1999; Elliot, McGregor, &
Gable, 1999). 개념적으로 수행접근목표는 학업성
취에 대한 욕구나 긍정적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
는 측면에서는 숙달접근목표와 유사하나, 외부적
인 성취결과에 중점을 두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Elliot, 1999).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낮은 자신감
과 부정적인 자아개념, 학습된 무기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Middleton & Midgley, 1997).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에서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Elliot, et
al., 1999).

숙달접근목표 지향적인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
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수준을 향상시키고, 숙달감
을 달성하려고 한다(Ames, 1992; Meece et. al.,
1988). 숙달접근목표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했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수업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정, 1997; Ames & Archer,
1988). 또한 Dweck(1986)은 숙달목표와 학업성취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숙
달회피목표 성향의 학습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기술 또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무능해질 수 있
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숙달회피목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기결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비조직적인 학습전
략과 시험불안에 대한 정적인 예측변수로 작용한
다(Elliot & McGregor, 2001).
목표지향성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류영
숙(1995)은 높은 숙달목표를 가진 중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병연(1998)은
학습자의 숙달목표는 학업성취와 상관이 없는 반
면에,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시연, 점검,
조직화 조절전략과 같은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
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배복순(2003)
의 연구에서는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반면에 수행회피목표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게 나
타났다. 숙달접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효과
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했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
호하고, 수업을 더 좋아하며,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조승우, 김아영, 1998).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종합해 보면 대체로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이 학업
성취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수행목표를 접
근과 회피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수
행접근목표지향성이 숙달목표지향성과 더불어 학
업성취와 유의한 정적 상관과 설명력을 가지며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
다고 요약할 수 있다.
목표지향적 사고과정인 희망은 성취목표지향성
과 함께 작용하여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희망은 미래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긍정적 목표에 대한 내재적인 자기주도적
사고과정이므로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에 대한 개인내적이고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향상시킬 것이다. 최현정(2006)은 희망이 높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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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희망이 낮은 집단보다 숙달접근목표, 수행접
근목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
수준에 따라 성취목표를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희망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희망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희망과 학업문제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업은 우리나
라 청소년들의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학업
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기력을 경험하며 이를 효
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
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담자들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습동기, 성취목표지
향성이다. 학습동기를 북돋우기 위한 그동안의 선
행 연구들에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
습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업습관,
학습기술훈련, 진로탐색, 학업성취동기 증진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단기적인 학습동기 증진효과를
확인하였으나(박태임, 1994; 김미나, 2001; 김수자,
2004; 강태용, 2002; 윤순희, 2007) 희망과 학습동
기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성취목표지향성 향상을 위해 이상욱(2007)은
숙달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등학생의
숙달목표지향성을 향상시켰으나 일시적 효과만을
확인하였고, 고유림(2008)은 성취목표지향성 프로
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에서 수행회피목표지
향성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나 학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수행접근목표지
향성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희망이 높
은 대학생 집단이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최현정(2006)의 연구결과는
희망증진을 통해 성취목표지향성이 변화 가능함
을 예상하게 한다.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청소년의 삶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업이라는 목표행동을 추구하는 사고과정임을
고려할 때 상담장면이나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희망적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습동기와 성취
목표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희망적 사고 증진은 다양한 영
역에 걸쳐 전반적인 목표지향행동을 추구하게 되
므로 기존의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 증진 프로
그램의 연구결과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구성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프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희망수준을 높이는 것
이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희망 점수가 증가될 것
이다.
가설 2.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학습동기 점수가 증가
될 것이다.
가설 3.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성취목표지향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수행접근목표지향성과 숙달접근
목표지향성 점수가 증가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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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지역 6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상담학연구

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도
움을 받아 6개 중학교에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프
로그램 참가를 희망하거나 교사에 의해 추천받은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발된 60명
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30명씩 무선으로
배정하였고 실험집단은 남학생 17명, 여학생 13명
이었으며 통제집단은 남학생 16명, 여학생 14명이
었다. 프로그램 도중 탈락자는 없었으며 처치 후
5주후에 실시한 추수 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각 1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결석하여 검사
를 실시하지 못해 총 5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의 평정척도
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검사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4 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지향성척도
Elliott과 Pintrich(2000)와 Elliott과 McGregor(2001)
가 제시한 성취 목표지향성이론에 기초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로 네 개의 하
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김아영과
이주화(2005)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수행접근목표 5문항, 수행회피목표 5
문항, 숙달접근목표 5문항, 숙달회피목표 5문항으
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6점 Likert 형식(1=매우
희망척도
아니다, 2=아니다, 3=약간 아니다, 4=약간 그렇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희망척도는 Snyder와 Harris 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된다. 역
등(1991)이 개발한 희망척도를 연세대학교 상담심 채점 문항은 없으며 1-6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
리연구실에서 한글로 번안한 한국판 희망척도를 수록 해당 목표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최유희(2008)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구에서 성취목표지향성척도의 신뢰도 계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2,
(Cronbach's alpha)는 .88 로 나타났다.
9, 10, 12번), 경로사고 4문항(1, 4, 6, 8번), 허위문
항(filler item) 4문항(3, 5, 7, 11번)으로 나누어진다.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 척도는 4점 Likert 형식(1=전혀 아니다, 2=거 본 연구는 희망을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
의 아니다, 3=거의 그렇다, 4=분명히 그렇다)으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정의하고 Snyder의 희망
로 평정되며 주도사고 점수와 경로사고 점수를 이론에 근거하여 목표(goal), 경로사고(pathways
합하여 전체 희망점수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희 thinking), 주도사고(agency thinking)를 증진하는 내
망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1 로 나 용으로 희망증진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직접 구성
타났다.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
기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에 대
학습동기검사척도
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에 의해 내용타당
학생들의 학습동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김용 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타당도 평정
래(2000)가 제작한 학습 동기 검사척도를 사용하 자는 총 4명으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였다. 이 척도는 총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자 2인과 박사과정 수료자 2인에게 의뢰하였
하위요인으로는 수업동기, 계속동기, 외재적 동기, 다. 평정자들은 각 회기별 활동이 프로그램의 목
내재적 동기 등이다. 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 적과 목표에 적합한 활동인지를 5점 Likert 형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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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

단계

회기

주제

도입

1

회기
분

오리엔테이션 및
별칭짓기

희망의
필요성

2

회기
(60분)

나는 목표를
갖고 있나?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희망탐색

3

(60 )

회기
분

나의 목표 찾기

희망설계

4

(60 )

회기
분

나의 목표
설계하기

희망
달성방법
탐색
(경로사고
증진)

5

(60 )

회기
분

목표를 이루는
방법 찾기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탐색

회기
분

나의 목표지향성
알기

나의 목표지향성과 목
표성향에 대한 탐색

(60 )

6

희망
달성의지
고취
(주도사고
증진)

마무리

(60 )

목표
프로그램 소개, 집단
원 상호간의 소개를
통해 자신감을 기르고
친밀감을 형성
나의 목표 유무 여부
를 확인하고, 목표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탐색
내가 이루고자하는 목
표가 무엇인지 탐색
나의 삶속에서 언제
어떤 목표를 이룰 것
인지 일생동안의 목표
를 설계

회기
(60분)

목표에 이르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위해
자기주도적인
의
의지 키우기
지를 증진

회기
분

프로그램 내용을 종합
해보고 내가 배운 것
은 무엇인지, 프로그
램을 통해 변화된 자
신의 모습을 확인

7

8

(60 )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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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진행자 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
․ 나를 소개합니다 - 집단원들에게 발표
․ 참여동기 확인 -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점 발표
․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신의 목표 유무
를 작성, 발표, 소감나눔
․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
를 발표
․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List 작성, 발표 실현 가능
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많이 작성
․ 인생그래프 만들기
3회기에 작성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List’에
기록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결정하고 인생그래프
Sheet에 기록, 발표
․ 나의 핵심목표 선택하기
4회기에서 작성한 인생그래프에 기록된 자신의 목표
들 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핵심목표 ‘Best 3’
를 선택한다.
․ 핵심목표 ‘Best 3’를 이루는 방법 발견하기
나의 핵심목표 ‘Best 3’를 이루기 위한 핵심목표 실천
방법을 Sheet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발표
․ 나의 목표지향성은 무엇일까요?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표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집단원들
에게 발표
․ 나는 의지의 한국인
e지식채널 영상자료(박지성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자
료(폴 포츠 관련)를 시청한 후 소감을 기록하고 발표
․ 나의 다짐 선언식
5회기에서 설정했던 나의 핵심목표 ‘Best 3’를 이루기
위한 다짐 선언문을 작성하고 집단원들에게 발표
․ 워크북을 보며 전체회기 회상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작성하고
집단원들에게 발표.
․ 서로를 격려하며 다짐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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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합하지 않다, 2=적합하지 않다, 3=보 용 효과가 관찰될 경우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
통이다, 4=적합하다, 5=매우 적합하다)으로 평정 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했다. 점수는 내용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CVI)으로 산출하였으며 ‘적합하다’ 이상에
결 과
평정한 점수의 합이 129점이고 1-5점에 평정한
총 합계 점수가 138이어서 내용타당도는 .93이었
다.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 본 연구에서는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과 같다.
중학생의 학습동기와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희망척도, 학
습동기검사척도 및 성취목표지향성척도에 대한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30명 사전-사후-추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증한 결과
을 10명씩 총 3개 집단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프 는 다음과 같다.
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프로그램 진행은 심리학과 석사과정을 수
료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유경험자 3인의 도움
을 받아 실시하였다.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
해 프로그램 실시 2주전 총 2회에 걸쳐 진행자 인 하였다. 각 집단별 사전 희망척도, 학습동기검
교육과 사전연습을 실시하였다.
사척도, 성취목표지향성척도의 4개 하위요인의 평
프로그램의 실시는 캠프형식으로 2일에 걸쳐 1 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고 독립 t-검증(the
일 4회기씩 총 8회기를 10명씩 소집단으로 진행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하였다. 8회기가 끝난 후 3개 집단 모두 같은 척 제시하였다.
도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주 후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처치 전 두 집단 간
에 동일 척도를 사용하여 추수검사를 실시하였다. 의 희망, 학습동기, 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에서
통제집단은 실험실시 기간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피험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각 집단별로 사
실험 집단 통제집단 t
전․사후․추수검사로 분류하여 채점 요령에 따
M(SD)
M(SD)
라 채점 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희망
22.73(3.24)
22.07(3.77)
.733
전 동질성 검사를 위하여 독립 t-검증(the
학습동기 77.43(16.10) 78.43(13.47) -.261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에 수행접근목표 22.13(5.79) 19.83(4.80) 1.673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숙달접근목표 20.83(4.77) 20.90(4.85) -.054
집단의 사전-사후-추수 검사들에 대한 이원반복측 수행회피목표 19.70(6.17) 18.67(4.97) .713
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서 상호작 숙달회피목표 17.63(5.23) 18.83(4.34) -.966
(1=

절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분석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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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확인 과 같다.
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하였다, F(2, 112)=8.143, p<.01.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수
의 유의한 상승이 있었다, F(1, 29)=20.099, p<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 .001, F(1, 28)=6.451, p<.05. 통제집단은 유의한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희망점수가 유의하게 향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희망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집단별 사전, 사후, 추수
의 시기별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
희망점수의 변화

학습동기 점수의 변화

그림 1. 희망 사전-사후-추수 검사 점수의 변화

표 3. 집단 간 희망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피험자간
피험자내

*

p < .05,

집단
오차
시기
집단×시기
오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325.540

1

325.540

1677.586

56

29.957

56.172

2

28.086

4.524

101.115

2

50.557

8.143

695.379

112

6.209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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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0.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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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동기 사전-사후-추수 검사 점수의 변화

표 4. 집단 간 학습동기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피험자간
피험자내

집단
오차
시기
집단×시기
오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2736.207

1

2736.207

7.903**

19389.287

56

346.237

810.011

2

405.006

3.088*

1555.483

2

777.741

5.929**

14690.506

112

1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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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학습동기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학습동기 점수 변화를 비
교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집단별 사전, 사
후, 추수의 시기별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하였다, F(2, 112)=5.929, p<.01.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수
의 유의한 상승이 있었다, F(1, 29)=28.516, p<
.001, F(1, 28)=4.189, p<.05.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점수의 변화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점수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숙달접근목표
지향성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집단별 사전, 사후, 추수의 시기별로 프
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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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사전-사후-추수 검사 점수의 변화

표 5. 집단 간 숙달접근목표지향성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피험자간
피험자내

집단
오차
시기
집단×시기
오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220.782

1

220.782

5.508*

2244.713

56

40.084

58.632

2

29.316

2.709

131.253

2

65.626

6.064**

1212.115

112

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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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하였다, F(2, 112)=6.064, p<.01.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수
의 유의한 상승이 있었다, F(1, 29)=14.500, p<.01,
F(1, 28)=5.901, p<.05.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점수의 변화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점수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 시기에 따른 수행접근
목표지향성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그
림 4와 같다. 집단별 사전, 사후, 추수의 시기별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행
접근목표지향성 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시
기의 주효과 그리고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
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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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사전-사후-추수 검사 점수의 변화

표 6. 집단 간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피험자간
피험자내

집단
오차
시기
집단×시기
오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180.052

1

180.052

3.917

2574.230

56

45.968

3.253

2

1.626

.101

9.414

2

4.707

.292

1802.667

112

16.095

논 의

이러한 결과는 희망이
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경로들
과 그러한 경로들을 사용하려는 동기를 반복적으
로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목표지향적 사고과정이라는 Snyder의 희망이론 견
해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목표(Goal)설정, 목표추구
에 대한 강한 의지력과 목표추구 동기를 의미하
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 목표를 추구할 때
목표에 이르는 방안을 생성해 낼 수 있고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증진을 위해 구성한 희망증진 프로그램이 참가자
들의 희망수준을 상승시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Sondag, & Standstedt, 1999).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보다
희망척도 사후검사에서 그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으며 5주 후까지 지속되었다. 이로써 희망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희망수준 향상에 효과
적일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희망수
준은 증진이 가능하며 희망적 사고를 가르치는
대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urry, Maniar,

- 516 -

박문규․이영순 /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둘째,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
험집단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 보다 학습동기척
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5주
후 추수 검사 결과 증가된 학습동기척도 점수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증진 집단상
담 프로그램이 학습동기 증진에 효과적일 것이라
는 가설 2가 지지됨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 과정
에서 효과적인 목표지향적 사고에 관한 경로사고
와 주도사고를 배움으로써 희망적 사고를 증진시
키는 것이 내담자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Snyder, Cheavens, & Michael(1999) 연구결과와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중학생의 학습동기를 증진
시키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박태임, 1994; 김미나,
2001; 김수자, 2004; 강태용, 2002; 윤순희, 2007)이
실시했던 학업습관, 학습기술훈련, 진로탐색, 학업
성취동기 증진프로그램 연구와 차별되는 결과로,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
도 희망적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습동기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
수준이 상승한 실험집단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
보다 성취목표지향성척도 점수에서 하위요인인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의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며
5주후 까지 효과가 유지되었다. 희망은 자발적인
목표지향적 사고과정으로 희망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추구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유능함 개발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숙달접근목표
의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는 가설 3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희망수준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성취목표가 달라지며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숙달접근목표를 많이 사
용한다는 최현정(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희망은 목표에 대한 내재적인 자기주도적
사고과정이므로 희망증진을 통해 목표성취에 대
해 능동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태

도를 유발하는 숙달접근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넷째,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
험집단 피험자들의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3을 일부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중 희망 달성
의지 고취와 관련하여 주도사고 증진이 강조되어
피험자들에게 타인과의 비교와 외부적인 평가에
초점을 두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
는(Elliot, 1999) 수행접근목표성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행접근목표
는 심층처리를 요하는 학습전략 사용과는 부적인
상관을 가지지만, 표면처리를 요하는 학습전략 사
용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Elliot, McGregor, &
Gable, 1999; Meece, Blumenfield, & Hoyle, 1999;

회피를 긍정적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Ryan & Pintrich, 1997)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한 깊이 있는 경로사고 증진과 목표추구를 향한
접근적인 의지를 고취하는 희망적 사고와 반대되
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
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들에서 실시되지 않
았던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
행하였고 그 결과 희망수준의 상승효과를 확인하
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담장면에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증진의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희망적 사고의 습득이 중학생의
목표 추구행동에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이라는 목
표를 추구하고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지속
시키는 학습동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는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과 관
련하여 학생들이 나타내는 역기능적인 사고과정
과 학습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선행연
구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통
Nole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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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간의 강점이자 긍정적 요소인 희망을 발견
하고 설정하게 하며 이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학습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습동기 저하로 위기
에 처한 학생들에게 희망증진 프로그램의 실시가
더욱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 중학생의 희망,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지지하고 있으나
이상의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고창지역 6개 중학교 1, 2학년
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의 연령 범위와 지역적 제한성이 있으므로 본 연
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초등학생, 고
등학생 등 보다 폭넓은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희망수준, 학습
동기수준, 목표지향성의 세부성향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주로 교사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학생들로 프로
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참여동기나
희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희망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목표지향성의
성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각 요
인별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현실적인 여
건을 고려하고 향후 상담장면과 학교장면에서 이
프로그램의 적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단기간인 2
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고 5주 후 추수검사를 통해 효과
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
램이 단기간에 실시되었고, 추수검사기간 또한 프
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에는 너무 짧아 앞으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 2회씩 4주 프로그램,
주 1회씩 8주 프로그램 등 진행 기간과 시간을
달리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
이 상담장면이나 학교장면의 다양한 여건에서 어
떠한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후
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프로
그램의 효과를 주로 양적인 차이만으로 검증하였
는데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보고한 질적인 변
화과정을 알아보고, 희망증진 프로그램이 어떤 매
개변인의 작용으로 학습동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
쳤는지를 알아보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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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Hope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Learn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Park, Moon-Kyu

Lee, Young-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the Hope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0 middle
school students in C Province. The 30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 group and 30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randomly. We assessed the standard of hope, learning motivati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for a pre and post test and follow up test.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Hope designed by
the researchers was carried out on the experiment group for four session out of 8 everyday for two days. As a
result, the participant of the experiment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in Hope and the effects lasted for
after five weeks. Second, the participant of the experiment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in learning
motivation and the effects lasted for after five weeks. Third, the participant of the experiment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in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and the effects lasted for after five weeks. Fourth, the
participant of the experiment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increase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hope, learning motivati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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