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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서 아동의 암묵적 믿음, 성취목표와 수업몰입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10개 학교에서 820명(남:
419, 여: 401)의 5, 6학년 학생을 편의표집법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박중길ㆍ김기형(2010)의 암묵적 믿음척도,
김병준(2001)의 목표성향 척도, 정용각(2004)의 운동몰입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증가믿음과 행위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정믿음과 수업
몰입 간 자아성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증가믿음과 수업몰입에 있어서 과제성향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믿음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과제성향과 수업몰입을 내생변인으로 한 이
론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전반적 지수(χ2 = 787.541, DF=212, GFI=.928, TLI=.901, CFI=.917, RMSEA=.067)는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 지수분석에서 고정믿음 ⟶ 과제성향, 수업몰입
간에는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가믿음 ⟶ 과제성향, 증가믿음 ⟶ 자아성향, 증가믿음 ⟶ 수업몰입 및
자아성향 ⟶ 수업몰입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암묵적 믿
음과 성취목표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수업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 고정믿음, 증가믿음, 과제성향, 자아성향, 수업몰입, 초등학생

Ⅰ. 서론
초등체육수업에서 학습자의 어떤 변인이 아동의 체
육수업 참여와 관련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체육수업의
효율화는 물론 아동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지금
* 이 연구는 2012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kkis0825@hanmail.net

까지 학습의 사회심리적 요소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동
기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인수,
2012; 민경훈ㆍ정한기, 2012). 학습과 관련하여 동기차
원에서 중요한 변인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
는 시각이다. Dweck, Chui 와 Hong(1995)에 의하면,
개인의 성취 수준은 자신의 능력을 가변적, 즉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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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가? 아니면 변화가 없
는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노력의 역할을 믿지 않지만,
다른 학생은 운동기술과 인지능력인 지식이 연습과 노
력을 통해 증가된다고 믿는다.
Spray 등(2006)은 이러한 인지능력 믿음에 대해 학습
자는 실재 또는 고정믿음(entity beliefs)과 증가된 믿음
(incremental beliefs)이라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진다고 한
다. 고정믿음은 개인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어 변화될 여
지가 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운동행동이 선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증
가된 믿음은 개인의 능력이 학습과 노력에 의해 향상된
다는 믿음을 말한다(Dweck, 1996; Levy & Dweck, 1998).
학습자 개인은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 하나만 가지
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모두 가질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더 강할 수도 있으며(Dweck, Chiu, & Hong,
1995) 체육과 관련하여 운동에 대한 능력믿음은 자신의
목표성향, 자기조절, 노력, 내적 동기 등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중길ㆍ김기형, 2010). Sarrazin 등(1996)은 성취목표 성
향 중 과제성향을 보인 학생은 자아성향을 보인 학생에
비해 운동능력을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향상된다는 증
가믿음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운동능력에 대한 믿음
과 성취목표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인간의 성취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목표성향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현재의 행동에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미
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인지적 표상이 현재행동을 조
절하고 동기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
되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동일한
과제에 한 반의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 그러나, 객관적
으로 살펴보면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개인마다 참여하
는 동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에서 얻고자 하
는 성취의 의미도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Dweck,
Chiu와 Hong(1995)는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성취성

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과제목표성
향(task goal orientation)으로 성취목표가 새로운 기술
을 배우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자신의 유
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목표 성향으로 비교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 다른 하나는
자아목표성향(ego goal orientation)으로 유능감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판단을 피하고, 자신의 유능감을 타
인에게 증명해 보이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비교기
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된다.
목표성향을 체육수업에 적용해 보면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익히고 과거 자신이
가진 운동기술에 비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 다른 학습
자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목표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많은 차
이가 있다고 한다(홍준희, 2001).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학생들의 목표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ddle,
Soos와 Chatzisarantis(1999), Wang와 Biddele(2003)은
성취목표와 암묵적 믿음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연습과
노력에 의해 운동능력이 증가한다고 믿는 학생이 과제성
향을 채택한 반면, 고정된 믿음을 가진 학생은 자아성향
목표를 채택하였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능력믿음과 목표성향과의 관계에 대해 Wang과
Biddle(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운
동능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향상된다는 증가된 믿음
과 변화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고정믿음이 과제성
향과 자아성향을 예측하는데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이
들 성취목표는 지각된 유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결
국 신체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능력 믿음과 개인의 과제성
향이 상호작용하여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Shafizaheh(2007)는 능력 믿음과 성취성향이 상
호작용하여 몰입(flow)을 포함한 내적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수

Csikszentmihalyi(1997)는 몰입(flow)이란 ‘어떤 활동
에 완전히 몰두한 상태로서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
는 상태’즉,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몰입
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적정해야 한다. 즉, 정신
과 신체가 조화로워야 하고, 자기-의심과 같은 부정적
인 생각이 없어야 하며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몰입에 이르는 길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Csikszentmihalyi(1997)는 몰입에 이르는 과정을 9개의
차원으로 지각된 도전과 기술 간의 균형, 주어진 행동
과 보상의 균형, 분명한 목표, 확실한 피드백, 과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정력, 자기-의심이 없는 상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내적 만족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학습자의 목표성향이 몰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Scanlan, Russell, Willson과
Scanlan(2003)은 스포츠몰입을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
참가하는 희망, 믿음, 신념으로 계속하여 참가를 결심
하거나 요구를 의미하는 심리상태, 스포츠나 운동 상
황에서 느끼는 무아지경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몰입을 학습자가 체육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도, 믿음, 신념으로 체육수업에서
빠져드는 무아지경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체육
수업몰입은 체육수업에서 최상의 경험, 만족감, 즐거움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Carpenter, Schmidt, Simon과 Keeler(1993)에 의하면
스포츠몰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즐거움(enjoyment),
선택적 관여(involvement alteratives), 개인적 투자
(personal involvement), 사회적 제약(social constraonts),
관여기회(involvement opportunities) 등이 있는데, 즐거
움, 개인투자, 관여기회는 스포츠몰입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사회적 제약은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Rusbult와 Farrel(1983)은 만족과 선택적 관여
그리고 관심과 노력에 대한 투자가 몰입을 예측하는 변
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봉성용과 전선혜(2010)는 재미가
스포츠몰입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몰입과 관련하여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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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허정훈과 설정덕(2011)은 동기분위기와 유능
성을 하위 변인으로 포함한 재미가 운동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중ᐧ고등학교 체육수업
을 대상으로 성취성향과 운동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김
상식(2008)은 성취성향이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Eliot과
Harackiewicz(1996)는 성취목표성향이 학생들의 수행
력과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쳐 학습목표를 반영하고 행
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함으로써 운동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 성취해야할 목표를 학습자 스
스로가 찾아내게 하고 또 어떤 목표성향이 수업몰입에
기여하는가를 찾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
은 각각의 변인과 몰입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관련한 믿음과 목표성향 및 운동
몰입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첫째, 아동
의 고정믿음과 수업몰입에 있어서 자아성향의 매개효
과와 증가믿음과 수업몰입에 있어서 과제성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둘째, 고정믿음과 증가믿음을 외생변
인으로 하고 목표성향과 체육수업몰입을 내생변인으로
한 인과모형(그림1)의 검증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수업
에서 학습자의 암묵적 믿음과 목표성향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1. 암묵적 믿음, 목표성향, 몰입 간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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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개 학교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5개 학교 총 10개 학교 5, 6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참여자는 845명이었으나 부
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최종 선택된 인원은 820명이었으
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419명(51.09%), 여학생이 401명
(49.91%)이었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434명(52.93%), 6학
년이 386명(47.07%)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은 각각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실시한 기술
분석결과 문항의 평균 범위는 2.70〜4.35로 보통(3.0)과
높음(4.0) 사이의 수준을 보였다. 신뢰도 ɑ의 범위는
.83〜.91로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으며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믿음, 목표성향 및 몰입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RMSEA
구분 χ2
df Q GFI TLI CFI
(90%신뢰구간)
믿음 10.552 49 3.072 .888 .849 .901 .091(.081～.110)
목표
92.677 26 3.564 .934 .928 .948 .103(.089～.116)
성향
몰입 50.258 18 2.792 .970 .962 .975 .075(.059～.092)

2. 측정도구
1) 암묵적 믿음 질문지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이 갖는 체육에 대한 능력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스포츠능력 믿음질문지
(박중길, 김기형, 2010)를 원질문지로 이를 초등학교 아
동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5학년 아동 50명에게 예
비연구(pilot study)에 적용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원래 이 질문지는 Dweck(1986)의 암묵적 이론을 바탕
으로 스포츠와 체육상황에서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개
발된 운동능력개념 검사지(CAAAQ-2: Biddle, Wang,
Chatzisarantis, & Spray, 2003)를 한국판으로 개발한
질문지로 이 연구에서 고정믿음의 내용은 ‘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능력을 타고날 필요가 있다’, ‘운동
을 잘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운동기능이 좋아야
한다’, ‘내가 가진 운동능력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다’의 네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증가믿음은 ‘내가 충
분히 연습을 한다면 운동기량은 항상 좋아질 것이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량은 항상 좋아질 것이다’,
‘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
기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의 네 문항이었다.

이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결과χ2/df를 나타내는 Q
값에서 4.0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GFI와 TLI 값이 .90에 가깝고, CFI는 .90이상으로 나타
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암묵적 믿음 척도는 타당
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취목표성향 척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생용 성취목표 질문지는
Duda(1992)에 의해 개발된 성취목표성향질문지(TESQ: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김병준(2001)이 번안한 질문지로 초등학교 5학년 50명
을 대상으로 예비연구에 적용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과제성향 7문항, 자아성향 6문항 총 13문항의 5
점 Likert형 척도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 평균은
3.13~4.23의 범위를 보였고, 신뢰도 계수 인 ɑ는 .89와
.81을 보여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이 척도는 유진, 허정훈(2001) 등의 연구에서 타당성
과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
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결과χ2/df를 나타내는 Q값에서
4.0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GFI와 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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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및 CFI 가 .90이상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목표성향척도는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업몰입척도
초등학교아동의 체육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Scanlan 등(1993)이 개발한 운동몰입질
문지(ESCM: Expansion of Sport Commitment Model)
를 배경으로 정용각(2004)이 우리나라의 문화 및 정서
와 실정에 맞게 개발한 스포츠몰입질문지를 초등학교
아동의 체육수업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에 적용한 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수업에 대
한 자랑, 계속하려는 의지, 체육수업을 하고 싶은 욕
구, 체육수업에 대한 즐거움 및 행복감과 ‘체육수업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편이다’ 등을 표현하는 인
지몰입 요인 8문항,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과 행위를
나타내는 ‘나는 가끔 체육시간에 운동을 멋지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체육시간이면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다’의 행위요인 2문항 등 2개
요인 총 10문항 5점 Liker형(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몰입의 경우 원래의 문항에서
‘나는 운동기술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하는 편이다’와 ‘운동에 과한 내용을 신문이나 잡지 등
에서 얻으려고 노력 한다’의 두 문항이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의 경우 신문 잡지
등과는 일상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의 평균범위는 3.24〜3.96
으로 보통(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뢰도분석의 경
우 ɑ 값이 하위요인별로 .87과 .85의 범위로 나타나 양
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인 <표 1>에 의하면 χ /df를
나타내는 Q값에서 3.0이하로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으
며 GFI와 TLI, CFI 값이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몰입척도는 타당성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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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PC-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각문항의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변인에 대한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미 개발된 척도인 능력믿음척도, 목표성향척도
와 몰입척도에 대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ed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그림1에서 설정된 가설적 모델의 검증을 위해 공변
량구조분석(structure equation)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의 경우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18.0 Windows 버전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암묵적 믿음, 목표성향과
몰입의 차이
이 연구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암묵적 믿음, 목표성
향과 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증가믿음과 행위몰입에서 t=2.88과
2.11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p<.01)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믿음과 성취목표성향 및
인지몰입에서는 집단 간 차가 없었다.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
남
여
성별
변인 구분
M SD
M SD
고정믿음
2.92 0.85
2.71
0.78
증가 믿음
4.29 0.65
4.11 0.69
과제성향
4.07 0.84
4.03 0.76
자아성향
3.64 0.85
3.52 0.81
인지몰입
4.39 0.78
4.30 0.69
행위몰입
3.97 0.67
3.71 0.60
* p<.05 ** p<.01

t
0.14
2.85**
0.54
1.81
1.3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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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의 운동능력에
가 변성 즉, 연습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체육수업 실제 행
동으로 나타나는 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변인 간 상관분석
이 연구는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 간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간 상관분석
믿음
변인
고정
증가
믿음
믿음
증가믿음
-.061
1.0
과제성향 -.221**
.569**
자아성향
.080
.403**
인지몰입 -.295**
.565**
행위몰입 -.230**
.533**
** p<.01

성취목표성향
과제
자아
성향
성향

몰입
인지
몰입

1.0
.583**
.542**
.501**

1.0
.796**

1.0
.311**
.334**

<표 3>에 의하면 고정믿음은 과제성향, 인지몰입
및 행위몰입과 유의한(p<.01)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증가믿음은 성취성향과 몰입의 전체 하
위 요인과 유의한(p<.01)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취목표성향의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은 몰입과 유
의한(p<.01)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믿음이 높을수록 과제성향과 인지몰입 및 행
위몰입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증가믿음이 높으면 성취목
표성향은 물론 체육수업 몰입이 높으며 성취목표성향이
높을수록 체육수업 몰입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고정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서 자아성향 매개효과
및 이론모델의 전반적 지수
RMSEA
구분
χ2
df Q GFI TLI CFI
(90%신뢰구간)
.061
매개모형1 153.528 47 3.267 .945 .931 .951
(.050～.072)
.071
매개모형2 247.348 61 4.055 .949 .958 .597
(.062～.080)
.067
이론모델 787.541 212 3.715 .928 .901 .917
(.062～.072)

<표 4>에 의하면, 매개모형1의 경우 χ2 이 유의한
(p<.01) 것으로 나타났으나, Q 값이 비교적 안정적이
고 부합도 지수인 GFI, TLI, CFI 지수가 모두 .90이상
으로 양호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지수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지수분석 결과는 다음 <표 5>
및 <그림 2>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고정믿음 ⟶ 자아성향, 고정믿음
⟶ 수업몰입, 자아성향 ⟶ 수업몰입의 경로가 모두 유
의한(p<.05)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정 믿음에서 수업몰입에 대한 자아성향의 매개모
형 세부지수
경로
표준
경로
t
계수
오차
고정믿음- → 자아성향
-.180
.051
2.333*
고정믿음 → 수업몰입
-.168
.038
5.455**
자아성향 → 수업몰입
.213
.037
5.732**
* p<.05 ** p<.01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1) 매개모형1
이 연구에서는 고정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서 자
아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개모형 검증에서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림 2.. 고정믿음에서 수업몰입에 대한
자아성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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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능력이 연습과 노력에 의해 변화될 여지
가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믿음이 강할수록 자아성향은
낮아지고, 수업몰입의 수준도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으며 목표성취 성향 중 자아성향은 수업몰입과
긍정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고정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서 자아성향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이 연습과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증가믿음이 강할수록 과제성향은 높
아지고, 수업몰입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표성취 성향 중 과제성향은 수업몰입과 긍정
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증가
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서 과제성향이 매개하는 효
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매개모형2
이 연구에서는 증가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서 과
제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델의 부합도 지수(표 4)
에 의하면, χ2 이 유의한(p<.01) 것으로 나타났으나, Q
값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합도 지수인 GFI, TLI, CFI
지수가 모두 .90이상으로 양호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지수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지수분석 결
과는 다음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3) 암묵적 믿음, 성취목표, 수업몰입 간 이론모형
암묵적 믿음인 고정믿음과 증가믿음과 성취목표 성
향, 체육수업 몰입 간 이론모델의 부합도 분석(표 4)에
서 χ2이 유의한(p<.01) 것으로 나타났으나, Q 값이 비
교적 안정적이고 부합도 지수인 GFI, TLI, CFI 지수가
모두 .90이상으로 양호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세부적 지수인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 및 <그림 4>와 같다.

표 6. 증가 믿음에서 수업몰입에 대한 과제성향에 대한 매
개모형의 세부지수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증가믿음- → 과제성향
.800
.053
15.159*
증가믿음 → 수업몰입
.487
.029
3.838**
과제성향 → 수업몰입
.313
.041
7.688**
** p<.01

표 7. 암묵적 믿음, 목표성향, 수업몰입 간 세부지수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고정믿음→ 과제성향
-.175
.038
4.589**
고정믿음→ 자아성향
.080
.051
1.559
고정믿음→ 수업몰입
-.159
.036
4.739**
증가믿음→ 과제성향
.731
.052
13.992**
증가믿음→ 자아성향
.703
..066
10.642**
증가믿음→ 수업몰입
.484
.055
8.763**
과제성향→ 수업몰입
.060
.056
1.566
자아성향→ 수업몰입
.193
.042
2.189*
* p<.05 ** p<.01

그림 3. 증가믿음에서 수업몰입에 대한
과제성향의 매개효과

<표 6>에 의하면, 증가믿음 ⟶ 과제성향, 증가믿음
⟶ 수업몰입, 과제성향 ⟶ 수업몰입의 경로가 모두 유
의한(p<.01)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이론모델에 대한 세부적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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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의하면, 외생변인과 내생변인 간 관계인
고정믿음 ⟶ 과제성향, 고정믿음 ⟶ 수업몰입, 증가믿
음 ⟶ 과제성향, 증가믿음 ⟶ 자아성향, 증가믿음 ⟶
수업몰입에서 유의한(p<.01) 것으로 나타났고, 내생변
인과 내생변인 간 관계인 자아성향 ⟶ 수업몰입의 경
로가 유의한(p<.05)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연습이나 노력하여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고정믿음은 과제성향에 부적(-)인
관계를 갖지만, 자아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
의 능력이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증가믿음이 강할수록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이 강
하고 수업몰입 또한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Ⅳ.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서 아동
의 암묵적 믿음이 성취목표와 수업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개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체육수업에서 암묵적 믿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
이 있다. 다음에는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증가믿음과 행위몰입에서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유의하게(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의 운동능력이 연습이
나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하며, 운동수행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체육수업에서 능력 믿음에 대한 성차관련 연
구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종목에 따라 차
이는 존재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공적인 기
술수행 능력이 높고, 기술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운
동몰입의 수준이 높다는 Li, Lee와 Solomon(2006)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암묵적 믿음에 대한 성

차를 연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증가된 믿
음이 높게 나타났다는 Lee, Whitehead, Ntoumanis와
Hatzigeorgiadis(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박중길과 김기형(2010)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
츠 능력믿음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학습과 향상
의 증가된 믿음에서는 남녀 선수 간 차이가 없었지만,
재능의 안정적 요인을 나타내는 고정믿음에서 남자선
수가 여자선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그 이
유는 이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일반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몰입과 관련하여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
와 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이재원(2005)의 연구결과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지몰입과 행위몰입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이재원(2005)
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교
사는 학습자의 수업 몰입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증가믿음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고정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
서 목표 성향 중 자아성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weck(1986)이 제안한 암묵적 믿음 이론의 핵심은
(a)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의 본질을 나타내는
믿음과 (b) 학습자의 목표성향이다. Dweck(1986)은 인
지의 암묵적 이론에서 두 가지를 대비하였는데 그것은
믿음이 통제될 수 있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인
지적 능력이 변화될 수 없는 고정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지능력에서 증가믿음을 믿는 학습자는 경쟁에서
의 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지식의 획득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과제 지향적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학습자는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고 도전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을 지속하게 된다. 인지
능력에서 고정믿음을 믿는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
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자아성향에 초
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들은 자아목표 지향적이다. 이

김인수

들은 자아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최소의 노력을 기울이
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습득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Dweck(1986)의 모델은 암묵적 이론에서 성취동기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암
묵적 믿음과 관련하여 아동의 목표성향이 매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Dweck(1986)의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Biddle, Soos와 Chatzisarantis(1999)에 의하면 증가
된 믿음과 고정믿음이 각각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을 예
측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과제와 자아성향
의 목표는 능력믿음과 더불어 운동참여 요인에 직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증가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
서 증가믿음이 목표 성향 중 과제성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능력믿음과 목표성향의 관계에 대해 Wang과 Biddle
(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운동능력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향상된다는 증가된 믿음과 변화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고정믿음이 과제성향과 자
아성향을 예측하는데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이들 성취
목표는 지각된 유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결국 신체활
동에 대한 내적 동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능력 믿음과 개인의 과제성향이 상호
작용하여 내적 동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업몰입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체육 측면에서, Ommundsen(2001a)은 학교체육수업에
서 능력에 대한 증가믿음이 과제지향 성향을 예측하는 변
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 Ommundsen
(2001b)은 증가믿음, 과제목표성향과 체육만족도 간에 긍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Dupyrat와
Marine(2005)에 의하면 고정믿음은 수행/자아 목표지향
성과 관련이 있고, 증가믿음은 ‘학습/과제 목표지향과 관
련이 있다. 자아목표는 타인과 관련하여 경쟁에서 바람직
한 판단을 얻고자 할 때 작동하고, 과제목표는 개인이 주
어진 과제를 자신의 수준에서 숙달할 때 작동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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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관련하여 능력의 자기이론과 성취목표이론
간의 관계 검증연구에서 Sarrazin 등(1996)은 운동능력
이 타고난 재능이라는 고정믿음과 자아목표 간에 유의
한 인과관계가 있고, 운동능력이 학습의 결과이자 변
할 수 있다는 증가믿음이 과제목표와 인과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가믿음과 고정믿음이 각기 과
제성향과 자아성향을 예측하고, 두 목표는 지각된 유
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과제성향은 신체활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각된 유능감을 통
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
연구결과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암묵적 믿음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목표성향과
수업몰입을 내생변인으로 한 이론모델의 검증에서 고
정믿음은 수업몰입과 부(-)적인 인과관계가 있었고 증
가믿음은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고정믿음이란 자신의 운동능력이 연습과 노력을 하
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한다. 이 연구결
과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동능력에 발전이 없다
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체육수업 몰입
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Wang과 Biddle(2001)은 증가된 믿음이 성취성향과
결합하여 내적 동기인 재미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적 동기는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밝힌 바 있으며, Lintune, Valkonen, Leskinen과
Biddle(199), Whitehead, Andree와 Lee(2004)는 능력믿
음은 개인의 성취동기와 함께 운동참여관련 변인을 설
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Orlick(1986)은
학습자 자신감이 운동 몰입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이라고 하고, 운동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자
신의 기능 수준이 주어진 도전과제에 적절하다고 생각
할 때 몰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운동몰입과 관련한 연구에서 신체적 유능감은 인지
몰입과 행위몰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정
승교ㆍ정승환(2011)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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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증가믿음과 수업몰입의 관계에서 과
제성향이 수업몰입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증가믿음과 과제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수업몰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론모
형에서 과제성향과 수업몰입 간에는 인과관계가 유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hafizaheh(2007)는
능력 믿음과 성취성향이 상호작용하여 내적동기를 높
이는 역할을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결과는 증가믿음과 수
업몰입에서 과제성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수업몰입에 대한 과제성향의 직접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제성향은 자신의 목표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라는 점에 비추어 수업몰입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 연구결과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Susan(1996)은 운동몰입의 조건으
로 재미와 흥미를 들고 있다. 그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과제성향은 자아성향보다는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
는 목표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몰입과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업의 내용이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하
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
서 아동의 고정믿음, 증가 믿음, 성취목표와 수업몰입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각 5
개 학교 총 10개 학교 820명(남: 419, 여: 401)의 5, 6

학년 학생을 편의표집법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박중길과 김기형(2010)이 개발한 바 있
는 초등학생용 스포츠능력 믿음질문지, 김병준(2001)이
번안한 목표성향 척도와 정용각(2004)이 개발한 운동
몰입 척도였으며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
에 따른 집단 간 제 변인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증가믿음과 행위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고정믿음과 수업몰입 간 자아성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정믿음을 보인 아동의 경우 자
아성향이 수업몰입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증가믿음과 수업몰입에 있어서 과제성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믿음을 보인 아동의 수업몰
입에 과제성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믿음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과제성향과 수업몰입을 내
생변인으로 한 이론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전반적 지
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 지수분석에서
고정믿음 ⟶ 과제성향, 수업몰입 간에는 부적(-)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가믿음 ⟶ 과제성향, 증가믿음
⟶ 자아성향, 증가믿음 ⟶ 수업몰입 및 자아성향 ⟶
수업몰입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고정믿음이 높을수록 과제성향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암묵적 믿음은 수업몰입과 직접적인 인
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
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습자의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는 아동의 증가믿음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서
고정믿음과 증가믿음을 측정하여 성취목표성향과 수업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체육수업은 그 종류가 다
양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수업의 내용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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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자는 어느 하나 또는
두 세 개의 수업내용을 제한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아동의 기능 수준
을 제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운동 능력과 암묵적 믿음과의 인지적 평
가 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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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bility Beliefs, Goal Orientations, and
Flow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im, In-Soo(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useful data which help children flow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rough investigating causalities between entity and incremental beliefs, goal orientation and flow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bjects were 820 elementary school children(boys: 419,
girls: 401). The scale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ability belief's scale for Koreans designed by Park and
Kim(2010), the goal-orientation scale for Koreans by Kim(2001), and the Flow scale for Koreans by Jung(2004).
For analyzing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the boys' sub-factor in incremental beliefs and act flow appears higher than the girls'.
In analysis mediator model 1, ego orientation goal was the mediator variable between entity beliefs and flow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analysis mediator model 2, the task orientation goal was the mediator
variable between incremental beliefs and flow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the model of this study(exogenous variables: entity and incremental beliefs, endogenous variables:
goal-orientation and flow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was confirmed as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analysis of paths, entity beliefs negatively influenced task orientation and flow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where as incremental beliefs positively influenced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and flow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Ego goal orientation positively influenced flow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 Key words : entity beliefs, incremental beliefs, task orientation, ego orientation, flow, elementary school
children

논문투고일 : 2012. 12. 10
심 사 일 : 2012. 12. 20
심사완료일 : 2012.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