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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on the academic records, which assess students’ cognitive ability measured by school
level tests,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which includes both the assessment of students’
affective domain and cognitive one as the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We analyzed 4,541
students from 69 middle schools in the three districts of Gyeonggi province in Korea during 2013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fundamental to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academic records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are the attention
ability, the control motivation, and the control expectancy. Especially, the control expectancy,
which is self-efficacy expectancy to the learning, had strong effect on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Second, the performance-approach goal orientation, which is extrinsic motivation
characterized by low self-determination, comparing to the others and external rewards,
significantly improves the academic records, but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Third, the means and beliefs(luck), which attribute academical
success and failure to luck, decrease both of the academic records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significantly, while proclivity to give in decreases the former on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elf-efficacy based self-related belief is an important factor in learning, and records
and rewards centered learning motivation debilitates lifelong learning competence. In the world of
continuous technological innovation, current education practices which is based on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orientation should move to more learning-approach goal for the
students’ sustainable learning competency.
Key words: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records, cross-curricular competence,
performance-approach goal orientation, control expectancy, contro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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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학습동기가 현재 학교에서 인지적 영역의 평가에 주로 초점을
둔 ‘학업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한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
면서 평생학습역량을 보는 ‘범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교육역량
강화의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경기도 3개 지역 69개 중학교 학생 4,54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의집중’, ‘통제동기’, ‘통제기대’는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을 모두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학습동기이며 배움에 대한 효능감 기
대인 ‘통제기대’는 특히 범교과학습역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낮은 자기결정성을
갖는 외재적 동기이자 남과의 비교와 외부보상에 초점을 두는 학습동기인 ‘수행접근목표지향’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향상시키지만 범교과학습역량을 유의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운에 귀인하는 수단목표신념(운)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
량을 모두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포기성향은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을 기초로 한 학생들의 자아신념이 학업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며 경쟁중심의 학습동기는 장기적인 배움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끊임없는 변화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배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기결정성을 갖는 수행접근목표지향의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습동기, 학업성적, 범교과학습역량, 수행접근목표지향, 통제기대, 통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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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교육은 해방 후 단기간에 공교육의 양적 확대, 교육과정의 표준화, 학교제도 및 교육여건 개
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적 동질화와 상향평준화를 이룸으로써 전반적인 사회계층 이동을 활성화
시켰고(장수명ㆍ한치록ㆍ여유진, 2016),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경제적 계층 간 학업성취 차이가 매
우 작은 것으로 분석되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국가
중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윤정일ㆍ이범수,
2006). 이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투자에 힘입어 다양한 국제적인 학업성취 비교에서 상위수준의 성
적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업성취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학습의 즐거움 같은 정
의적 영역의 성취는 전체 참여국 중 하위수준에 있고 국제시민교육연구나 국내청소년역량조사 등
에서 공동체 의식, 사회적 역량, 인성, 창의성 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숙, 2005; 김아영, 2008; 김창환 외, 2013; 박정, 2007; 장근영 외, 2016). 학습동기가 최하위
인 학생들이 어떻게 학업성취도가 최상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교육전문가와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아영(2008)은 인지적 측면의 학습과 성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 교육상황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학생들의 학업동기, 흥미 등 정의적 측면에는 부모와 학교가
큰 관심을 두지 않아온 점을 지적하였다. 봉미미 등(2008)은 우수한 학업성취도에 상응하지 않는
비적응적인 학습동기 유형이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문화적 요
인으로 부모나 교사 등 중요한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상
호의존적 자아이해나 효의 전통윤리 등을 꼽았고, 사회적인 요인으로 해방과 6.25 전쟁 직후 전통
적 지배계급의 붕괴로 공식적인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되면서 계층
이동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한국 사회에 과잉 교육열과 학력주의의 팽배를 초래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학력․학벌주의 사회구조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이수정, 2007) 경제적 압박감과 더불어 ‘존재론적 불안’,
‘강박증’, ‘편집증’, ‘도착증’(류황석, 2016) 등으로 표현되는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보이
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명과 이명자(2009)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행목표지향
의 형성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부모변인은 성취압력, 부모의 수행목표지향성이었다. 수행목
표지향이라 함은 학습과 배움의 과정이나 내용보다는 성과와 결과 중심의 목표지향성을 의미한
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하여 가장 자부심을 가지며, 그러한 성취는 부모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Park & Kim, 2004)을 감안할 때, 학습을 ‘명
문대 진학’을 위한 도구로 지각하는 학부모들의 수행목표지향은 자녀에게 ‘비교 우위’라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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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외적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과도
한 교육열은 사교육 열풍과 더불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유예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김동
석, 2015). 이 같은 요소들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체득해야 하는 공동체의식, 시민의
식과 같은 정의적인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 학습의 주요목표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을 지향한
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Fadel, Bialik & Trilling, 2016)에서 요구하는 협업능력, 창의성, 소
통, 관계 맺기와 심리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기 어렵고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가 낮아 평생학습과
같은 지속적인 배움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경쟁중심 학습동기와 학업성취,
범교과학습역량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학생역량측정지표 및 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생역량척도가 개
발된 것은 2015년도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따라서 2013년에 데이터를 수집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평생학습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Learning to learn 15』로 칭하는 핀란드 교육평가
센터(Centre for Educational Assessment)의 2013년 교육역량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핀란드 교
육역량평가도구는 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인지적 과제(cognitive tasks)와 정의적 역량 척도로
서 학습동기 및 태도와 학업 상황 맥락을 보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설문지, 학생의 사회경제
적 배경 등 학습역량과 관련된 광범위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적 과제의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범교과학습역량’으로 지칭함) 및 학업성적수준을 중심으로 학습동기 및 태도 관
련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학습역량이나 학습동기는 학부모와 가정요인, 사교
육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선행학습수준, 사교육 등을 조사
한 자료를 통제 변인으로 반영하였다.
배움이라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습득하고 새로운 과제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지와 능
력을 의미하는 범교과학습역량은 평생학습역량의 기초이며 배움에 대한 호기심, 자신감이 발현
될 때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시중심 교육환경과 부모의 교육열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자율적이기보다는 타율적, 강권적으로 형성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학습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진 학습동기․태도가 학업성적이나 범
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학습동기가 동시에 범교
과학습역량도 향상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떤 학습동기 요인에 의해 범교과학습역량이 강
화되는가를 분석하여 교육역량강화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핀란드 ‘learning to learn’의 핵심
은 평생학습동기로서 이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아관련 신념에 의해 형성되며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기초지식이나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학업성적은
상급학교로의 주요 진학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화가 어려운 정의적인 측면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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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평생학습역량과 그 동기적인 요소들을 조명하면서
교육의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교육역량평가도구로 본 한국 중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의 구성 요인들은 무엇
인가? 둘째, 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동기와 학업성적
학습동기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떠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학습행동을 하게 하는 학습자의 모든 심
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김용래, 2000). 한국 학생들의 학습동기의 파악은 국제적인 학업성취 비교
를 통해 더욱 알려지고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등의 학업성취는
최상위 수준이었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아관련 신념 등 정의적 영역은 매번 하위수준으로 드
러났기 때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2004, 2016). Bong(2003)은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이 학습상황에서
숙달목표보다는 수행지향적 목표를 강하게 추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심우엽(2001)이 초등학생
부터 대학생까지 Vallerand 등의 척도로 학습동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적 동
기는 감소하는데 비해 상이나 벌, 강요, 압력 때문에 공부 하는 외적 동기와 무동기는 증가하였다.
김아영(2008) 역시 지각된 유능감과 자율성 개념을 포함하는 학업동기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조사
된 20여 편의 국내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유능감과 내적동기 수준은 감
소한 반면, 학업에 의미를 못 찾겠다는 무동기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
적으로 드러난 것은 고등학생들이 교사나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리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공부한다는 ‘내사조절(또는 부과된조절)’ 동기가 내적동기보
다 높았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동기가 흥미와 즐거움에 의한 내적동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부모와의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
이 커질수록 무동기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이 자율성 지지보다는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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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에 대한 연구는 동기의 질적 유형과 이와 관련된 학습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귀인 등의 주제영역으로 수행되고 있다.
학습동기 관련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학습동기 변인은 자기
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화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97)이자 다양한 삶의 영역에 직면하
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최상의 자기신념으로서 그 자체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강력한 예언 변
인이다(Lightsey et al, 2006). 선행연구들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수행에 직
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전략사용 및 자기조절과 같은 인지적 변수를 매개로 수
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아영․박인영, 2001). 중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임을
밝혔고(송인섭․박성윤, 200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심층적 전략 및 상위인지 전략과 높은 상
관을 가지며(한순미, 2004),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성적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청자, 2013; 박혜숙․전명남, 2007; 우연경, 2014). 종단연구들에서도 이전
학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이후 학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전현정․정혜원, 2015; 정갑순․박영신․김의철, 2002; 황매향․최희철․하혜숙, 2014).
자기조절효능감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청자(2013)와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
(2004)의 종단연구는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적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며 정적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아영 등(2012)의 연구에서 학업능력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 더 높은
자율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보인 반면, 학업능력 하집단은 상집단에 비해 더 높은 학
업스트레스와 무동기, 외적동기 수준을 나타냈다. 박영신 등(2015)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높
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그 가운데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높은 소년일수록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다.
학업성적과 목표지향성 역시 학습동기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다.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성적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외연구에서 숙달목표는 과제참여나 학습의 내재적 가치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지만 일부 연구는 두 변인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준욱, 2016). 그러나 송주연(2012)이 성취목표와 학업성적의 상
관을 보고한 54개 국내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숙달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는 측정도구나 구성요소에 관계없이 학업성적과 일관적으로 각각 정적,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성적의 관계는 일관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수행접근목표의
구성요소와 측정도구에 의해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국외 연구(Hulleman et al.
2010; Senko et al., 2011)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송주연(2012)이 국내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행접근목표를 개념화하는 구성요소들을 승인(능력을 증명하는 것),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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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성과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구성요소의 역할을 보면 승인보다 상대적 비교일 때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성적의 정적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수행접근목표는 경쟁적인
상황이나 대학교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응적인 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정준
욱(2016)은 이와 같이 수행접근목표가 가지는 비일관적 결과들을 자기결정성의 관점에서 생각
해보면 자기결정성 동기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의 이질적 효과로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높
은 자기결정성을 가지고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한 개인과 외부의 압력과 지시에 의해 낮은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이를 지향한 개인 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자기결정은 자율성과 관계성, 유능감에 대한 심리적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Deci &
Ryan, 1985) 이런 욕구들이 기본적인 인간기능이며 내적동기의 기초가 된다고 가정한다. 이전
에는 내적, 외적동기를 서로 다른 2개의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자기결정
성을 준거로 하나의 연속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동기
를 중심으로 31개 연구들의 메타분석(김성수․윤미선, 2012)과 85개 연구들의 메타분석(이은주,
2017) 모두 공통적으로 학업성적과의 상관에서 ‘동일시조절(또는 확인된조절)’의 효과크기가 가
장 크게 나타났고 외적조절과 무동기는 학업성적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김성수와 윤미선
(2012)은 자율성과 학업성취와의 상관이 유능성과의 상관보다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
해 학업자체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제한하는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하였
다. 동일시조절은 개인의 행동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내면화시키지는 않아도 그 가치를
확인하고 수용한 상태를 말한다(김아영, 2008). 따라서 ‘명문학교 진학’이라는 외적동기라 할지
라도 학생이 그 가치의 내면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자세는 학습에서의 통제신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높은 학업성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즐거움으로 학습하는 ‘내적조절’은 학업성적에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조현철,
2000, 2011)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박순영, 2006; 이민희, 2007; 홍국진․이은주, 2017)가
있다. 성취목표지향성에서 숙달접근목표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정적효과가 일관적임에 반해, 자
기결정성 동기에서 내적동기인 ‘내적조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비 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자기결정성 관련 국내연구를 보면 학업성적과 동일시조절의 상관이 내적조절과의
상관보다 높고 동일시조절과 내적조절의 상관 역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학업환경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외적 가치의 내면화로 볼 수 있는
동일시조절 동기를 갖게 되며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내적조절 동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적조절 동기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밖에도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인 귀인
(attribution)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성공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 하느냐가 인지적 평
가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상위집단은 하위집단에 비해
내적 귀인성향(능력, 노력), 자기효능감, 학업성적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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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타인, 운)귀인 성향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임선아․이선경, 2014). 숙달지향의 학생들은
노력 귀인의 경향에 따라 실패 이후 끈기와 지속성의 증가로 더 개선된 성과와 관련되는 반면,
수행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많은 노력은 무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
기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며, 능력 부족과 같은 불변의 요인에 대한 실패의 귀인은 도전을 피
하고 낮은 끈기와 학습된 무기력을 동반한다(Elliott & Dweck, 1988; Dweck & Goetz, 1978).
정문주 등(2016)이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36편 연구들을 메타분
석한 결과, 개인요인에서 학업이, 가정요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된 무기력과의 상관관
계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습동기가 낮고,
이에 따라 학업성적도 낮아지며 다시 학습된 무기력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
들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목표를 지향하게 되는 경쟁중심의 학습풍토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
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학습동기와 범교과학습역량
본 연구의 범교과학습역량과 학습동기는 각각 표집학생들을 대상으로 핀란드 교육역량평가도
구인 ‘learning to learn 15’의 인지적, 정의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핀란드
‘learning to learn’을 간략히 소개하고 학습동기 요인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가.

핀란드 ‘learning to learn’

나.

핀란드 'learning to learn' 측정 체계

핀란드 ‘learning to learn’은 핀란드 교육평가센터에서 ‘learning to learn 역량과 평생학습동
기(motivation for lifelong learning)’라고 하는 핵심목표 아래 1996년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구 진행 중인 교육역량평가도구이다. 'Learning to learn'의 정의는 새로운 과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혹은 배움이라는 행위를 유연하고 자발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Hautamäki et al., 2010). Stringher(2014)는 'learning to learn'을 학습 통제의 실행 과정이자
학습에 더욱 깊이 몰입하는 성향이며 개개인에게 그들의 학습태도, 학습시간 및 공간에 대한
점차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이런 과정은 인간이 성장해나가면서 삶의 전반에 걸쳐 발
달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핀란드 'learning to learn' 측정 체계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핀란드 ‘learning to learn’의
핵심은 평생학습동기이다. 핀란드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자아관련신념(self-related beliefs)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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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관련신념(context-related beliefs)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 기초지식이나 사고력과 같은 인
지적 역량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Hautamäki & Kupiainen, 2014) 정서적 차원의 척
도 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 쓰인 학습동기․태도 요인들은 정
서적 차원의 자아관련신념(self-related beliefs)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범교과학습역량 척도인
‘인지적인 과제’는 독해역량이나, 기초적인 수학적 연산, 연역적, 분석적 추론, 형식적 조작의 사
고(formal operational thinking)의 개념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의 포괄적인 표상을
제공하도록 선택되었다. 배경 자료로서 성별이나 부모학력,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학업성취와
같은 자료가 수집되는데, 이것은 다층적 분석(multi-level analyses)을 하기 위함이다.
<표 1> 핀란드 'learning to learn' 측정 체계

분류
인지적 과제

세부 내용

∙독해 역량(text macro-processing)
∙기초적인 수학적 연산(basic mathematical operations)
(cognitive tasks) ∙연역적 및 분석적 추론(deductive and analytical reasoning)
∙형식적 조작의 사고(formal operational thinking)
∙동기(motiv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Dweck, 1986; Deci & Ryan, 2000; (Buhrmester et al., 2011; Zeigler-Hil , 2013).
Gottfried et al., 2001).
∙자기결손(self-handicapping) (Eronen et
∙목표지향성(goal-orientation)
al., 1998; Midgley & Urdan, 2001).
(Elliot & Dweck, 1988; Niemivirta et al., ∙실패에 대한 두려움(fear of failure)
2001; Harackiewicz et al., 2002).
(Bartels & Magun-Jackson, 2009; De
∙통제 및 작인 신념(control and agency Castella et al., 2013).
beliefs).
∙학교와 학급에 대한 지각(students’
자아관련신념 ∙학습
전략(l
e
arni
n
g,
strategi
e
s),
perceptions of their school and classroom).
정서적 (self-related ∙수단-목표신념(means-ends beliefs)
∙학생으로서
사회도덕적인 관점
차원 beliefs) (Chapman et al., 1990; Zimmermann, 2000; (socio-moral 스스로의
vi
e
w
of
onesel
f as a student)
(affective
Li
t
tl
e
et
al
.
,
2001).
(Brugman
et
al
.
,
2003).
dimension)
∙사고, 수학, 독해, 쓰기 분야에 있어서의 ∙팀워크 행동(group work behaviour).
학습적 자아 개념(academic self-concept in
thinking, maths, reading, and writing)
(Marsh & Shavelson, 1985; Markus & Wurf
1987; Marsh, 1990; Harter, 1999; Marsh et
al., 2006).
상황관련신념 ∙학교나 학습 관련 활동에서 중요한 사람들(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에 관한 인식
(context-relate ∙향후 학습에 대한 학생의 동기, 목표의식
d beliefs)
개인배경자료 성별, 부모학력,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학업성취 등
(background data)
출처: Hautamäki와 Kupiainen(2014)에서 재구성. 박제이(2017) 재인용

핀란드에서 ‘learning to learn’의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12세), 중학교 3학년(15세),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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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17세)에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지적 과제는 학교급 별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
을 평가하기 위해 시․군․읍, 학교 수준에서 평가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고전적인
시험이론이나 문항반응이론에 입각하여 문제를 제작하였다(Hautamäki & Kupiainen, 2014).
'Learning to learn' 평가의 목적은 그 평가에 참여하는 학교, 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차
원의 교육 당국에게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역량을 그들
의 훗날의 인생에서, 혹은 여가 시간이나 사회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얼마나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Hautamäki & Kupiainen, 2014).
'Learning to learn'의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와 관련하여 정의적 영역들이 함께 분
석되어 보고서로서 개별적, 집단적으로 통보된다. 핀란드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환경은 한국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척도가 한국학생들의 역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하지만 ‘learning to learn’의 평가가 ‘새로운 과제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
지와 능력’에 초점을 둔 점에서 인지적 과제는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대신 본 연구는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명과 인명, 맥락
적 상황 등을 한국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다. 핀란드 ‘learning to learn’과 관련한 학습동기이론

핀란드 ‘learning to learn’의 정서적 차원을 구성하는 내용 중 학습동기와 관련된 주요 이론
은 성취와 관련된 목표지향성과 CAMI모델을 들 수 있다.
(1) 성 취목표지향성

핀란드식 ‘learning to learn’ 연구에 적용된 확장된 5차원 모델에서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목표
지향성을 숙달내재, 숙달외재, 수행접근, 수행회피, 회피목표지향이 예시로서 제시되었다
(Niemivirta, 2002; Tuominen-Soini et al., 2008). 성취목표 이론은 1980년대 이래로 동기부여 이
론의 주요 하위 분야 중의 하나로서 인지적 신념과 정서를 통합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내재
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다(Dweck, 1986). 즉,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행동을 하는
이유 뿐 아니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동기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초기에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학습, 과제)목표와 수행(능력, 자아)목표의 이분법적 구조로 소개
되었다(Elliot & Harackiewicz, 1996). 숙달목표는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는 목적을 말하며,
수행목표는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숙달-수행
이분법 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숙달-수행접근-수행회피의 3요인 구조의 척도로 제시되었는데
수행접근목표는 유능성의 증명을 지향하고 수행회피목표는 무능력의 증명을 피하는 방향으로 지
향한다(Elliot & Church, 1997). 한국에서 성취목표지향성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이주화․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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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과 박병기․이종욱(2005)의 척도는 Pintrich(2000), Elliot과 McGregor(2001) 등의 척도에 근
거하여 한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숙달목표에서 핀란드의 척도와 다르다.
핀란드의 연구들은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각각의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특성의 차이를 다루었다. Niemivirta(2002)는 숙달을 목표로 하는 모든 학생들이 숙달의
달성을 위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숙달내재목표와 숙달외재목
표지향을 구분했다. 즉, 동일한 일반적인 목표(능력을 얻기 위한)에서 일부 학생들은 숙달 여부에
대한 평가를 내적 기준(예: 지식습득과 깨달음의 경험)을 사용하는 반면, 일부는 외적 기준(예: 성적
향상, 공식적인 피드백)에 의지한다. 학습의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숙달외재목표지향과 수
행접근목표지향은 얼핏 유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수행접근지향에서 초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면 어떤 성적을 얻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상대적인 성공에 있지만, 숙달
외재지향의 초점은 좋은 성적을 얻는 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상관없다는 절대적 성공
에 달려 있다(Niemivirta 2002). 예를 들어, 숙달내재 및 숙달외재지향은 자아존중감, 의지 및 노력
과 유사하게 관련되었지만 감정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에서 숙달외재와 더 관련이 있다면, 숙달외재
지향 및 수행접근지향은 감정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와 유사하게 관련되었지만, 우울증, 냉소, 부적
절함에서는 수행접근지향과 더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Tuominen et al., 2008).
Meece 와 Holt(1993)는 숙달지향은 높고 수행지향은 낮은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인 성취프로
파일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숙달지향은 높고 수행지향은 낮은 학생집단에서는 높은 성취
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나타나는 반면에, 숙달지향과 수행지향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는 성취도
는 높지만 전자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이 나타났으며 우울이나 소진 및 스트레스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 CAMI(Control, Agency, and Means-ends Interview)모 델
CAMI는 독일『Max Planck 인간발달교육연구소』의 개발과제로서 Skinner, Chapman과
Baltes(1988a)가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세 가지 신념 집합을 구별하는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의 새로운 개념화를 제시한 것이다. 지각된 통제의 개념화는 행동 이론적 적용을 통해
통제의 소재, 학습된 무기력, 인과관계, 자기효능감과 같은 구성개념의 특정 측면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일상적인 동기가 행위자, 수단(또는 원인) 및 목표(또는 목표관
련결과)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는 견해에 근거하며(Chapman & Skinner, 1985), 행
위자가 결과를 산출할 때 행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수단 간의 관계는 물론 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Skinner et al., 1988a). Skinner 등
(1988b)은 통제, 수단-목표 및 작인신념의 연령차이 패턴은 아동기 전반에 걸친 통제와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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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일반화 된 기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신념의 기원과 그
것들이 아동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에 기대를 준다고 하였다
먼저 개인적 통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취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자
신의 행동(통제의 내부소재)에 좌우된다고 믿는다면, 학업성취나 미래의 과제에서 주의력이나
지속성과 같은 유효한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결과와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이 없
다면, 학업적 성공이 나타나도 장래에 그러한 유효한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
고 본다(Stipek & Weisz, 1981).
'Learning to learn'이 학습 통제의 실행 상의 과정이자 학습에 대한 점차 높은 수준의 통제
권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핀란드 척도에서 통제신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
이며 통제신념에는 다시 통제동기(control motivation)와 통제기대(control expectancy)가 포함되
어 있다.
통제동기는 학습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학생들의 자기조절전략으로서 실패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찾고 이를 통해 실패가 배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학생들의 탐
색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을 나타낸다(예. ‘만약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다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알고 싶다’)(Niemivirta, 2004).
Zimmerman(1989)이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자기조절체계에 기초해서 제안한 학
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차원의 조절을 통해 체계적인 학업수행 기술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
의한다(김아영 외, 2012).
통제동기와 더불어 핀란드 척도에서 통제기대(control expectancy)는 앞으로 수행할 배움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자기효능감 기대를 의미한다(예, ‘배우고 싶은 것을 완벽히 배우지
못했더라도 나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 한다’). Bandura(1986)는 개인의 특정한 행
동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결과 기대(outcome expectancy)가 그들의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
끈기를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 기대(self-efficacy
expectancy)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선택과 행동, 노력, 지속성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핀란드의 통제신념들은 학생들이 학습맥락에서 갖게 되는 결과에 대한 신념이나 지각이 아
니라 자기효능성에 대한 기대 및 학생들이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기관찰, 자기평가와 같
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CAMI 모델의 두 번째 요인으로 수단-목표신념(Means-ends belief)이 있다. 이는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잠재적인 수단(노력, 능력, 행운 등)의 효과성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정의된다.(Skinner et al., 1988a). 핀란드 척도에 포함된 수단-목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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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귀인(예, ‘성적이 나쁜 것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과 운 귀인(예, ‘학교에서 실
패하는 것은 주로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이다. 특히 능력 귀인과 관련해서는 그 능력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능력에 의한 것인지(예, ‘나는 똑똑해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다’)를 판단하는 작인신념(Agency belief)도 관련이 있다.
CAMI 관련 연구들에서 인지적 수행과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일관되게 나타내는 요인은 작
인신념이었고 일반적으로 수단-목표신념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Chapman
& Skinner, 1985; Chapman, Skinner, & Baltes, 1990; Little et al., 2001).
이와 같은 신념들은 학생의 동기 부여, 인지 및 감정적 기능의 중요한 측면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습맥락에서 단순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학생의 ‘통제신념’만으
로 학습역량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습역량을 보고자 한다면,
학생의 ‘수단-목표신념’, 작인신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3.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교육연구에서 광의적 관점의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이며 여기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의 학습결과를 포
함하는 것(김신일, 2010)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협의적 관점에서 정의한, 구
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교육적 효과로서 학교 교과목 점수 즉, 인지적 영역의 성취결과만을
학업성취로 간주하여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능력과 학교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정일ㆍ이범수, 2006).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적은 보통 학교에서 ‘성적(成績)’으로 지칭되고 있
는 협의적 관점의 학업성취이며 구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교과의 성적수준으로서 과목 특수
적(subject-specific) 성취를 의미하고 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초․중등교육
법과 시행규칙에 의거한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는 거의 획일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규정된 모든 이수 교과
는 명시된 성취수준(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
표)이 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목표ㆍ기준ㆍ내용 및 방법이 결정된다. 따라서 과목 별 평
가에서 출제 문항은 반드시 학습한 내용이거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
는 학기말에 점수와 석차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보통 이와 같이 명시된 숫자로 학생들
의 학업성적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게 된다. 이 수치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반영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업성취라기보다는 ‘학업성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국어, 영
어, 수학교과는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주요 과목이며 이수단
위가 높기 때문에 학업성적을 대표하는 교과로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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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learning to learn’의 틀은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범교과능력(cross-curricular
competence)의 평가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졌다(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1998).
이것은 어떤 한 분야의 독점적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과목들에서의 훌륭한 교육
적 시도와 콘텐츠들로부터 구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망라하는 것이다(Hautamäki et al.,
2002). ‘Learning to learn’ 평가의 교육과정 외적인 특성은 인지적인 성취가 각 학년에 따른 교
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요소(an element of surprise)를 포함하도
록, 또한 전형적인 학교과정과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 다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학교 교육과정
속(school years)이나 밖으로부터 습득한 능력(skills and abilities)의 좀 더 폭넓은 활용이 요구
되는 것이다(Hautamäki & Kupiainen, 2014). 따라서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는 PISA와
유사하지만 사칙연산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독해능력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목 특수적 성취를 요구하지 않는다. 탐구(exploration)하는 자세와 사고의 숙달
(mastery of thinking), 즉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라면 학업성적
이 중․하위권인 학생들도 높은 성취를 얻도록 고안되었다. 학업성적과 인지적 과제들은 공통
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이지만 명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된 교과목 중심
의 지식을 측정하는데 목적을 둔 학업성적과 구별하여, 인지적 과제의 측정 결과를 본 연구에
서는 ‘범교과학습역량’으로 지칭하였다. 인지적인 과제와 학습에 임하는 태도 모두가 교육의 산
출물(outcomes)이고 교육적 효과라는 것이 'learning to learn' 평가의 핵심이고 그러한 평가과
정은 평생학습의 전조로서 향후 학습맥락에서 학생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
다. 이것은 학생들의 인지적 과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학
습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학업성적’이 높다고 하면 그 학생이 성취동기가 높고, 교육과정에서 정
한 교과목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적은 진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학습이나 평가에는 무관심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박제이, 2017). 한편 'learning to learn'의 ‘범교과학습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은 배
움이라는 행위를 대가나 보상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습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학생은 전 생애에 걸쳐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는 학생들의 경우, 경쟁이나 내
신성적과 무관한 평가에서 배움에 대한 의지나 자발성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
은 사실들에서 현재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범교과학습역량이 낮을 수도 있
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범교과학습역량이 우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중학생의 학습동기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 20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의 16개 학군 69개 중학교 2학년 학생 4,541명
과 그들의 부모 3,337명이다. 범교과학습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표집된 학
군들에는 학력이 매우 낮은 학군부터 높은 학군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learning to
learn’의 평가는 중학교 3학년용이지만 학생들이 고입준비를 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3학년으
로 진급하기 직전인 2학년 12월 말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 리서치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2013년 12월 16일부터 약 2주 간 학군을 중심으로 비례 표집하여 각 학교에서 2개 반을 무작위
추출하였고 사전에 76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인지적 과제에서 정답을
구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 측정도구
가. 학습동기․태도

본 연구는 핀란드 척도로 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를 조사하였지만 별도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핀란드와는 다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를 형성하는 요
인들을 찾고 그 가운데에서도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
교 분석하고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정의적 척도는 ‘평생학습동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CAMI모델에 기반하여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 자아신념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는
동기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신, 동기이론에서 중요한 자기결정성 동기 요인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핀란드 학습동기․태도 관련 척도 45문항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한국 중학
생들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학습동기․태도 요인으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분석의 절차는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중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를
구성하는 구인들을 찾고 이차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
학습동기․태도 관련 핀란드 척도는 총 45문항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5개의 성취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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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숙달내재, 숙달외재, 수행접근, 수행회피, 회피)과 1개의 작인신념(노력), 2개의 수단-목표신
념(능력, 운), 2개의 통제신념(통제동기, 통제기대)을 비롯한 심층처리, 수업듣기, 과제수행, 포기
성향, 부모와의 관계, 나에 대한 부모의 믿음으로 구성되었다(핀란드 원척도 예시문과 신뢰도는
박제이(2017)의 부록 참조). 각 항목 당 대부분 3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나. 범교과학습역량

‘범교과학습역량’은 핀란드 교육역량평가도구에서 인지적 과제(cognitive tasks)의 7가지 유형
85문항을 표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각 문항은 3～5개의 선다형 답을 요구하며
정답이면 1, 오답이면 0으로 처리된다. 인지적 과제들은 개별적인 연구에 의해 개발된 것들을
수정하였고 몇몇은 핀란드 교육평가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다(Hautamäki & Kupiainen,
2014). 인지적 과제의 문제구성 및 측정내용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인지적 과제의 문제구성 및 측정내용

과제 별 구성내용

측정내용

출처 또는 관련내용

∙개발된 산술 연산자 (Invented arithmetic 정의(definition)이해, 순수 Sternberg’s Triarchic Test (H-판) Creative
operators) 8문항.
한 수학적 기능 측정. Number Scale (Sternberg et al., 2001)의
수정된 형태.
∙사라진 전제(Missing premises): 한 가지 사실과 독해능력, 전후 맥락 파 Ross Test of Higher Cognitive Processes,
결론을 제시한 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누락된 악, 상식과 공감 능력 측 Section I I (Ross & Ross, 1979)에서 적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하는 8문항.
정.
용.
∙변수의 통제(Control of variables)
독해능력, 공평한 판단력 과학 추론 과제 ‘진자’(Shayer, 1979)의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Formula): 자동차 경 과 균형 있는 사고력 측 수정된 형태(Hautamäki, 1989; Hautamäki
주에서 카레이서, 자동차, 타이어, 트랙 등의 효과 정.
et al., 2002). Inhelder & Piaget(1958)의
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
형식적인 인지도식(formal schemata) 중
가 등을 묻는 18문항.
하나에 기초.
∙여행사에서(At a travel agency)
독해능력, 집중력, 일반
여행사 직원과의 대화 속에서 여행지, 총 비용 등 상식적인 상황파악능력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4 측정.
문항.
∙숨겨진 산술 연산자 (Hidden Arithmetic operators) 기본 산술을 이용한 조 Demetriou와 동료들의 양적 산술 연산자
23문항
작적 추론적 사고능력, 과제에 기초(Demetriou et al., 1991,
과제 집착성 측정. 1996).
∙독해(Reading comprehension)
독해능력, 집중력, 시민 텍스트 이해에 대한 Kintch 와 van Dijk’s
A4 한쪽 분량의 주어진 문장을 읽고 단편적인 사 적 상식과 공공성 인지, (1978)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텍스트
실, 중요한 정보, 글 전체를 잘 요약한 기술로 구 분별력, 인내력 측정. 는 Winograd가 쓴 19세기 후반의 미국
분하는 16문항
도시들의 성장과 관련한 내용
∙물병들(Water bottles)
공간 지각 능력 측정
공간지각능력을 테스트하는 8문항
출처: Hautamäki & Kupiainen(2014)에서 재구성. 박제이(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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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성적

학업성적은 학생의 자가 기록 설문(‘학생의 현재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으로 1
수준에서 9수준까지의 서열척도이며 하위권(1～3수준), 중위권(4～6수준), 상위권(7～8수준)으로
명시하였다.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르면 모든 교과(보통 선택과목을 제외할 때 12
과목)의 총 기준 이수시간은 3,060인데 국어, 영어, 수학의 기준 이수시간이 각각 442, 340, 374
로서 전체 교과 이수시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교과 성적은 한 학기 당 2회의 시험을 통해 합산점수와 석차를 산출하고 절대평가
기준으로 A(90점 이상), B(80점 이상 90점 미만), C(70점 이상 80점 미만), D(60점 이상 70점
미만), E(60점 미만) 5개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따라서 표집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한 시점에는 국어, 영어, 수학교과에 대한 평가가 총 4학기, 8회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하였기에 오류의 가능성
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업성적과 자신의 인지점
수 간의 상관 관계성이 .7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박형진, 2009).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학생의 심리를 묻는 설문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
한 잠재변인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사과정에서 측정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분석에 반영하고 2개의 종속변인인 학업성적 및 범교과학습역량과 다수의
독립변인인 학습동기․태도 변인들과의 관계를 함께 추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Amos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핀란드 교육역량평가도구로 본 한국 중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의
구성 요인
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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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2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문항별 상관이 존재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의 하나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으로 실행하였다. 설문 문항의 결측 비율은 5% 내외이었으며 결측 데
이터를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5개 차원의
핀란드 성취목표지향 척도 가운데 수행회피목표지향과 수행접근목표지향, 회피목표지향은 여러
차례 요인분석을 실행해도 8개 요인 이하에서는 뚜렷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포기성향이나
수단-목표신념(운)과 더불어 상호 혼합되어 묶였으며 9개 요인으로 분석했을 때 수행접근목표
지향과 포기성향, 수단-목표신념(운)만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항목은 신뢰도도 각각
.695, .653, .656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습동기․태도 관련 요인명과 측정문항 예시
요인명
과제수행행동
포기성향
통제동기
숙달외재목표지향
통제기대
숙달내재목표지향
주의집중
수행접근목표지향
수단목표신념(운)

측정문항 내용 예시

신뢰도(
)
∙나는 항상 우리가 받은 숙제를 주의 깊게 한다.
.844
∙나는 과제가 너무 어려워 보이면 쉽게 포기한다.
.653
∙나는 문제를 틀리면 어디서 실수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859
∙나에게는 우리 반에서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833
∙배워야 할 것을 아직 다 못 배웠더라도 나는 앞으로 매우 쉽게 배 .741 .891
울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중요한 목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781
∙나는 수업시간에 매우 집중한다.
.902
∙나는 반 친구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695
∙학교에서 실패하는 것은 주로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
.656
′

CAMI척도 중에서 통제신념과 수단-목표신념(운)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들은 대부분
핀란드 척도와 일치되게 요인으로 묶였으나 과제수행행동 3항목 중 ‘나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
줄 때 항상 주의 깊게 듣는다’는 핀란드 척도의 수업듣기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핀란드 척도의
과제수행, 수업듣기의 항목들에는 공통적으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두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
지 않고 혼합되어 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주의집중’ 요인에 속한 2개 항목은 각각 핀란드 척도
의 작인신념(나는 수업시간에 매우 집중한다)과 수업듣기(나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항상 주
의 깊게 듣는다)의 항목이다. 따라서 이 요인에 대해서는 핀란드 척도명을 쓰는 대신 항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주의집중’으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나. 기초통계량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및 학습동기․태도 변인, 통제변인의 기초통계량을 각각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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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의 범교과학습역량에서 TQ18 문항의 첨도가 높아서 정규성에
문제가 있어 모든 항목의 총점으로 추정해보았으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요인
으로 추정했을 때 모형적합도가 미세하게 더 좋아졌다. 본 연구는 학생개인의 배경자료 중 선
행연구들에서 학업성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5가지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및 학습동기 기초통계량
변인
변인
→ 측정변인 N 최솟값
구분
학업성적수준 → 수학 4541 1
→ 영어 4541 1
학업
→ 국어 4541 1
TQ9 4541 0
성적 범교과학습역량 →→ TQ11
4541 0
과
→
TQ14
4541 0
범교과
→ TQ15 4541 0
→ TQ18 4541 0
학습
→ TQ21 4541 0
역량
→ TQ23 4541 0
→ TQ25 4541 0
→ 29 4541 1
1
과제수행행동 →→ 147 4541
4541 1
→ 18 4541 1
포기성향
→ 30 4541 1
→ 34 4541 1
통제동기
→ 27 4541 1
→ 28 4541 1
1
숙달외재목표지향 →→ 2233 4541
4541
학습 통제기대(배움) → 2 4541 11
→ 12 4541 1
동기
→ 37 4541 1
1
숙달내재목표지향 →→ 431 4541
4541 1
→ 10 4541 1
주의집중
→ 5 4541 1
→ 8 4541 1
1
수행접근목표지향 →→ 1736 4541
4541 1
1
수단-목표신념(운) →→ 1319 4541
4541 1

최댓값
9
9
9
8
8
13
4
4
23
16
8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5.66 1.95 -.236 -.442
5.06 2.28 .053 -.956
5.17 2.38 -.023 -1.055
6.22 1.83 -1.527 1.769
5.92 1.71 -.971 .683
9.61 2.62 -1.500 2.617
3.13 1.33 -1.263 .137
3.64 .84 -2.736 7.280
14.41 5.54 -.399 -.564
8.88 3.07 -.370 .132
6.12 2.57 -1.243 .219
4.28 1.30 -.062 .352
4.31 1.34 -.087 .150
4.50 1.45 -.123 -.296
3.57 1.37 .067 -.008
3.95 1.35 -.028 .063
4.38 1.45 -.194 -.104
4.31 1.54 -.143 -.356
4.76 1.32 -.306 .408
4.58 1.33 -.241 .313
4.49 1.35 -.193 .301
4.89 1.27 -.280 .337
4.35 1.35 -.040 .109
4.41 1.34 -.213 .347
4.18 1.38 -.116 .273
4.33 1.42 -.168 .095
4.29 1.41 -.028 -.075
4.41 1.36 -.028 -.056
3.99 1.43 .001 -.037
3.98 1.45 -.055 -.046
4.37 1.45 -.267 -.079
3.20 1.34 .280 .194
3.21 1.36 .25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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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제변인 기초통계량
변인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부의 3141 1 9 6.26
학력
가구
총소득 3141 1 8 4.87
자율학 4541 -2.30 4.84 1.29
습시간
사교육 4541 0 21 6.8
시간
입학성 4541 3 27 16.59
적수준

표준
편차
2.13
1.84
1.89
5.83
5.80

왜도 첨도
비고
-.242 -1.606 ① 무학에서 ⑨ 대학원이상 까지 9점 척도, 학부모설문
100만원미만 에서 ⑧ 700만원이상 까지 8점 척도, 학
.131 -.763 ①부모설문
국어, 영어, 수학의 자율학습시간 총합의 자연
-.908 -.236 일주일간
로그값
국어, 영어, 수학 사교육시간의 합. ① 사교육을
.319 -1.027 일주일간
받지 않음(0시간)에서 ⑧ 7시간이상 까지 각 8점 척도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적수준의 합. 상위권 3
-.184 -.550 입학당시
단계, 중위권 3단계, 하위권 3단계 각 9점 척도

부의학력, 가구총소득, 사교육시간, 입학성적수준은 8점 또는 9점 리커트 척도이나 자율학습
시간은 개방형 응답에 따른 이상치(outlier)가 존재하므로 자연로그값으로 분석하였다. 죤키어터프스트라 검정(Jonckheere-Terpstra Test)을 통해 범교과학습역량 및 현재 학업성적수준 모
두 서열 척도인 부모 학력 및 가구총소득 각각에 대하여 선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학습동기․태도 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제안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
지만 이 검증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
이 있다(홍세희, 1999).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RMSEA(Root Mean Squ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 CFI(Comparative Fit Index; McDonald &
Marsh, 1990)를 이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적용한 이유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
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보통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보통,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되며(Browne & Cudeck, 1993), TLI, CFI는 .90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정된다
(Kelloway, 1998). 추출된 요인들의 구조관계 분석에서의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hood)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결측치를 대체하는 대신 유효한 사례에 대
하여 각각의 우도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합산함으로써 전체 집단에 가장 적합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포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측치를 처리할 수 있다(Enders, 2006). <표 6>에서 9개의 학습
동기․태도 요인들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TLI .930, CFI
.943, RMSEA .058로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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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습동기․태도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적합도 지수


2970.299
190


TLI

CFI

.930

.943

RMSEA

.058

(1)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학습동기·태도의 각 요인들에 대하여 그에

속한 측정변수들이 요인을 유의하게 잘 설명하는
가를 측정하는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수렴타당도가 있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이 .5이상, 임계치(Critical Ratio,  값)가 1.965이상, AVE .5이상, C.R .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병렬, 2014).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평균분산추
출지수로서 각 요인의 측정변수들에 의한 설명량이라 할 수 있으며 C.R은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로 문항내적일치도이다. 포기성향, 수단-목표신념(운), 수행접근목표지향
의 AVE가 다소 낮지만 요인에 속한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과 임계치, 신뢰도가 기준에 부합
하므로 <표 7>의 학습동기·태도 9요인들은 집중타당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학습동기․태도 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B
요인명
→ 측정변인
주의집중
→ 10
.977
→ 5
1
포기성향
→ 18
.912
→ 30
1
통제동기
→ 27
.985
→ 34
1
수단-목표신념(운)
→ 19
1.008
→ 13
1
숙달내재목표지향
→ 1
1.032
→ 37
1.053
→ 43
1
통제기대
→ 2
1.12
→ 12
1
과제수행행동
→ 14
.959
→ 29
.951
→ 7
1
숙달외재목표지향
→ 22
1.024
→ 28
1.062
→ 33
1
수행접근목표지향
→ 36
1.088
→ 17
.996
→ 8
1

SE

.003
.005
.003
.006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6
.006



.899
.913
.678
.711
.840
.898
.707
.692
.714
.778
.731
.811
.716
.824
.820
.772
.802
.817
.750
.668
.635
.655



361.946
184.483
283.561
160.313
214.240
234.872
260.933
255.515
253.965
261.628
267.325
186.916
178.960

AVE

.821
.483
.756
.489
.560

CR

.599
.649

.817
.847

.624

.833

.426

.690

.902
.651
.861
.657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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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판별타당도는 학습동기·태도의 9개의 요인들이 서로 다른 개념인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두개 요인 각각의 AVE가 두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보다 각각 크면 판별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몇 개의 요인
들 간 판별타당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표 9>에서 ‘과제수행행동’과 ‘주의집중’의 SMC가 .661이고
각각의 AVE는 .641, .819로써 과제수행행동의 AVE가 두 요인의 SMC보다 작다. 이것은 주의집중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제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숙달내재목표지향’이 ‘수행접근
목표지향’, ‘통제기대’, ‘숙달외재목표지향’과 판별타당성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학습맥락에서
‘숙달내재목표지향’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행접근목표지향’, ‘통제기대’, ‘숙달외재목표지향’도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사람이 학습과 수행의 동기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연구(Pintrich, 2000)가 있지만 위의 결과는 한국의 교육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동기․태도 변인 간 상관관계에서 핀란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Tuominen-Soini 등
(2008; 257)의 연구는 수행접근목표와 숙달내재목표의 상관이 .28인데 <표 8>의 본 연구는 .68
로 훨씬 높다. 참고로 국내 고등학생 대상의 박병기․이종욱(2005)의 연구는 숙달접근목표와 수
행접근목표의 상관이 .26, 중․고등학생 대상의 이주화․김아영(2005)의 연구는 .49였다. 핀란드
중학생 대상 연구(Niemivirta, 2002; 259)에서 통제동기는 내적동기와 더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외적동기 모두 .55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며 큰 차이가 없다. 핀
란드 학생들의 경우는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학생들은 내․외적 학습동기가 서로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학습동기․태도 변인 간 상관관계

학습동기․태도

1. 과제수행행동
2. 포기성향
3. 수단-목표신념(운)
4. 통제동기
5. 숙달내재목표지향
6. 수행접근목표지향
7. 통제기대
8. 숙달외재목표경향
9. 주의집중

평균
표준오차
* p<.05 ** p<.01 *** p<.001

1
1
-.35***
-.01
.63***
.68***
.62***
.72***
.61***
.81***
4.31
.02

2 3
1
.54*** 1
-.23*** .00
-.12*** .07***
.08*** .30***
-.33*** -.07***
-.01 .03
-.32*** -.02
3.59 3.20
.02 .02

4

5

6

7

1
.64***
.56***
.55***
.55***
.56***
4.38
.02

1
.68***
.74***
.70***
.67***
4.34
.02

1
.60***
.65***
.53***
4.36
.02

1
.59***
.67***
4.36
.02

8

9

1
.52*** 1
4.47 4.40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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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습동기․태도 변인들의 SMC와 AVE

요인

1 2
(.64)
.12 (.50)
.00 .30
.40 .05
.46 .01
.39 .01
.51 .11
.37 .00
.66 .10
<주> 괄호안의 수가 각 요인의 AVE값임.
1. 과제수행행동
2. 포기성향
3. 수단-목표신념(운)
4. 통제동기
5. 숙달내재목표지향
6. 수행접근목표지향
7. 통제기대
8. 숙달외재목표지향
9. 주의집중

3

4

5

6

7

8

9

(.52)
.00
.01
.09
.01
.00
.00

(.77)
.41
.32
.30
.30
.31

(.48)
.47
.55
.49
.44

(.41)
.36 (.59)
.42 .35 (.67)
.29 .45 .27 (.82)

2. 학습동기․태도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
핀란드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중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 요인들이 학업성적과 범교과학
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9개 요인들의 판별타당성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9개 학습동기․태도 요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판
별타당성이 성립되지 않는 요인들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쳤다.
<모형1> 판별타당성이 성립되지 않은 채로 학습동기․태도 9개의 요인들을 그대로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모형2> 학습동기․태도 9개 요인과 함께 학업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통제변인으로서 부의학력, 가구총소득, 입학성적수준, 자율학습시간, 사교육시간을 함께 투
입하여 추정하였다. <모형3> 학습동기․태도 9개 요인 중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되는 ‘과제수행
행동’과 ‘숙달내재목표지향’을 제외한 7개의 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모형4> 7개
의 요인과 학업관련 통제변인 5가지를 함께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표 10>은 4개 모형에 대한
적합도로서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며 모형 간 유의한 차이는 없다. 참고로 제시한 <표
11>에서 학습동기․태도 변인은 학업성적 및 범교과학습역량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특
히 학업성적과의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1
2
3
4



3495.070
2693.220
2204.014
1808.287



440
553
289
381

TLI

.943
.945
.950
.950

CFI

.953
.957
.959
.962

RMSEA

.039
.035
.038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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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학습동기․태도와 학업성적 및 인지학습역량과의 상관관계

범교과학습역량과 학업성적
범교과학습역량
학습동기․태도
상관계수

주의집중
.302***
15.707
포기성향
-.267***
-12.542
통제동기
.316***
15.990
수단-목표신념(운)
-.201***
-9.448
숙달내재목표지향
.208***
10.237
통제기대
.358***
16.435
과제수행행동
.300***
15.209
숙달외재목표지향
.245***
12.978
수행접근목표지향
.165***
7.849
학업성적
.646***
19.929
범교과학습역량
평균
58.420
표준편차
12.869
* p<.05 ** p<.01 *** p<.001
[그림 1]은

이다.

학업성적
상관계수

.555***
25.957
-.408***
-18.097
.524***
24.491
-.123***
-5.911
.398***
17.949
.571***
23.110
.370***
25.685
.419***
18.070
.543***
17.470
.646***
19.929
5.295
1.921

학습동기․태도와 학업성적 및 범교과학습역량 관계를 추정한 모형4의 구조모형

[그림 1] 학습동기․태도와 학업성적 및 범교과학습역량의 구조모형 <모형4>
※ 측정변수 및 요인 간 상관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그림에서는 생략함.

모형1, 2의 추정결과는 모형3, 4와 비교했을 때 판별타당성이 성립되지 않았던 숙달내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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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과 과제수행행동의 추정결과가 각각 편의를 나타냈고1) 그 외 다른 변인들은 모형3, 4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모형3, 4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가 학업성적과 범교
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12>의 <모형3>에서 7개의 학습동기․태도 요인
들이 학업성적을 45.8%,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4>에서는 79.1%를 설명하고 있다. 입학성적
수준이나 자율학습, 사교육시간이 학습동기보다 학업성적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과 비교하여 학습동기․태도 요인들의 범교과학습역량에 대한 설명량이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구성하는 수학, 영어, 국어의 학업성적수준은 각각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78이상, AVE가 .64인데 비해 범교과학습역량은 7개 항목의 요인부하량이
대부분 .60이하, AVE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의 포괄적인 측정을 위해 7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서로 다른 역
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학업성적과 달리 어떤 한 가지 역량으로 수렴되기 어려운 경향을 의
미한다. 따라서 전에 다루어 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었으므로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생들의 학습동기․태도는 범교과학습역량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판단
된다.
<표 12>학습동기․태도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모형3, 4)

(통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의학력)
(가구총소득)
(자율학습시간)
(사교육시간)
(입학성적수준)
주의집중
포기성향
통제동기
수단-목표신념(운)
통제기대
숙달외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 )
















학업성적
<모형4>
<모형3>
(통제변인 투입)

B

SE 

.281*** .037 .183
-.433*** .055 -.241
.284*** .033 .195
-.081 .059 -.035
.203*** .059 .111
-.054 .047 -.027
.369*** .077 .179
.458

†p<.10, *p<.05, **p<.01, ***p<.001

B

SE 

범교과학습역량
<모형4>
<모형3>
(통제변인 투입)

B

SE 

.013 .013 .015
.020 .015 .020
.117*** .015 .114
.047*** .005 .142
.179*** .005 .544
.206*** .034 .132 .048* .023 .056
-.195*** .048 -.106 -.054 .033 -.054
.173*** .028 .119 .132*** .021 .164
-.123* .052 -.051 -.176*** .038 -.139
-.008 .056 -.004 .224*** .038 .221
.011 .043 .005 .056 † .030 .051
.145* .061 .072 -.084 † .049 -.074
.791
.189

B

SE 

.034*** .009 .075
.014 .011 .027
.005 .011 .010
.009** .003 .055
.068*** .004 .405
.058* .025 .073
.021 .035 .022
.070*** .021 .093
-.143*** .038 -.116
.107** .041 .111
.051 .031 .049
-.120** .045 -.117
.353

1) 숙달내재목표지향이 수행접근목표지향, 통제기대, 숙달외재목표지향과의 강한 상관으로 인해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냈고 과제수행행동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모두 강한 상
관관계가 있음에도 주의집중의 영향력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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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주는 학습동기․태도는 <모형3>의 경우, 수행접근목표지향,
통제기대, 주의집중, 통제동기인데 <모형4>에서 학업관련 주요 변인인 부의학력, 가구총소득,
자율학습시간, 사교육시간, 입학성적수준을 통제하니 통제기대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모형4>
에서 통제기대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은 선행학습수준의 영향으로 보인다. 학업성적과 선행학습
수준의 상관이 .70으로 매우 높고 또한 선행학습수준과 통제기대의 상관이 .37로 높기 때문이
다. 즉 학업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행학습수준이며 선행학습수준이 높다면 통제
기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교과학습역량에 대하여 학업관련 변인들의 통제 전후에
통제기대의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선행학습수준과 범교과학습역량의 상관이 .46으로 학
업성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범교과학습역량에 정적 효과를 주는
학습동기․태도는 통제기대, 주의집중, 통제동기이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접근목표지향은
가정과 학습관련 변인을 통제했을 때 부적효과가 더 심화되었다.
2개 모형 분석을 통해 주의집중, 통제동기, 통제기대는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모두를 유
의하게 향상시키는 공통적인 학습동기․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패와 성공을 통제
불가능한 요인인 운에 귀인 하는 수단-목표신념(운)은 공통적으로 부적효과를 주는 요인이다.
반면에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학습동기․태도 요인도 확인
되었다. 수행접근목표지향과 포기성향으로서 수행접근목표지향은 학업성적은 유의하게 향상시
키지만 범교과학습역량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내며 포기성향은 학업성적에 유의한 부적효과
를 주지만 범교과학습역량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 또한 부의학력은 범교과학습역량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업성적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
의와 시사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Ⅴ. 논의 및 결론
‘주의집중’, ‘통제동기’, ‘통제기대’는 모두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동기요인들로서 학업성적과 범
교과학습역량에 모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끈기 있는 노력과 주의
집중을 통해 높은 성취를 보이고(Latham & Locke, 1991),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며(송인섭․박성윤, 2000),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성적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김청자, 2013; 박혜숙․전명남, 2007; 우연
경, 2014)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
'Learning to learn'이 학습 통제 실행 상의 과정이자 학습에 대한 점차 높은 수준의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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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2가지 통제신념이 모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
성 동기 관련 국내 메타분석(김성수․윤미선, 2012; 이은주, 2017)들은 학업성적과 가장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기요인이 ‘동일시조절’이라는 일치된 보고를 내놓았다. ‘동일시조절’은 개
인의 학습목표가 완전히 내적으로 내면화되지 않았으나 그 가치를 수용한 상태에서 성취를 위
해 노력하는 동기이다. 따라서 ‘명문학교 진학’이나 ‘부모님께 효도’와 같은 외적동기라 할지라
도 학생이 그 가치의 내면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자세는 학습에서의 통제신념과 관
련되며 이것이 학업성적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의집중’은 학생들이 배움에 목적을 두었는지 시험을 잘 보는데 목적을 두었는지를 막론하
고 성과를 얻으려는 의지나 신념의 직접적인 실천행위로서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의집중이 노력 귀인의 작인신념이자 자기효
능감으로서 작인신념과 인지적 수행 간에 상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Chapman & Skinner,
1985; Chapman, Skinner, & Baltes, 1990; Little et al., 2001)을 뒷받침한다.
‘통제동기’는 틀린 시험문제에서 자신의 학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통제신념이자 자기조
절효능감을 보는 것이다. 핀란드 중학생들의 경우 통제동기가 외적동기보다 내적동기와 더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Niemivirta, 2002; 259).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통제동기가 내․외적
동기 모두와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앞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학생들의 외적가치의 내
면화, 즉 공부의 목적이 외부로부터 주어졌지만 이를 자신의 동기로 수용하는 경향에 의해 내
적동기가 아니라도 통제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관련 통제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입학성적과 사교육 시간이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 모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들과 같이 통제했을 때, 아버지의 학력은 범교과 학습역량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학업성적에서 입학성적이나 사교육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영향이 큰 반면, 범
교과학습역량에 있어서는 그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학력이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
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
도를 해주며 진로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화나 경험을 함께 하는 차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아니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서 자녀도 높은 학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여 성적을 중요시하는
차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아버지의 학력
이 범교과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향의 내
용과 방식 등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과 학습관련 변인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통제기대는 범교과학습역량을 유의하게 향상
시키는 주된 동기요인이었다. 따라서 현재와 장래의 학습역량 모두 자기효능감 기대에 기초한
통제신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신념 형성과 부모의 학력수준
이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8 교육학연구 제56권 제2호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서로 다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행접근목표지향과
포기성향이다. 수행접근목표지향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향상시키지만 범교과학습역
량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연(2012)은 메타분석에서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성취의 관
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학습환경이 경쟁적인 상황이며 수행접근목표의 구성요인
이 상대적 비교일 때 학업성적과의 정적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수행접근목
표요인을 구성하는 3개 항목 중 2개가 상대적 비교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위 연구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또한 수행접근목표지향은 주의집중, 통제신념, 숙달목표와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따라서 한국에서 높은 학업성적을 얻으려면 학생은 배움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통제신
념도 높아야 하지만 비교와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동기도 높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
과와 자기결정성 동기인 동일시조절이 학업성적을 일관되고 유의하게 향상시킨다는 다수의 국
내 연구결과들을 조합해보면, 한국학생들은 ‘명문학교 진학’ 또는 ‘부모님 기대에의 부응’을 위해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가치가 내면화 되었을 때 높은 학업성적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다. 학
생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학습에 가치를 부여하고 주의집중하며 틀린 시험문제를 확인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범교과학습역량에는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지속적인 학습역량을 키우는 동기요인으로서는 자율과 즐거움에 기반한 학습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수행접근목표지향성과 더불어 포기성향은 학업성적에 유의한 부적효과가 있으나 범교과학습
역량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성향은 끈기 부족이나 학습된 무기력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남보다 잘하고 싶은 동기보다는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너무 강하면 실패가 예견되는 어려운
과제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과제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갖는 것은 논리적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범교과학습역량과
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점이 흥미로운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 범교
과학습역량 상위 25%를 구성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 상위권이 46%, 중․하위권이
54%로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다. 이것은 학습동기에 있어서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한다
는 수행접근목표지향성뿐 아니라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는 포기성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범교과학습역량을 평가하는 새
로운 과제에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 중 포기성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이 상위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현재 학업에서 중․하위권 학생들 중 남보다 잘 하고 싶은 동기는 높
지 않더라도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지 않은 일부는 오히려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목표만으로 수업에 주의집중하고 틀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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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민감할 때, 학업성적은 향상될 수 있지만 범교과학습역량은 유의하게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공을 지향하는 동기 못지않게 실패를 회피하고자 미리 포기하려
는 경향성도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은 학생
들을 과열된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교육과 양육은
아이들이 배움에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율성을 지
지하고 학습의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
도해 줄 때 학업성적과 장기적인 배움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입시중심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현재 자유학년제, 거꾸로 수업, 배움의 공동체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배움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리적, 비판적, 확산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절차적 지식, 토론식 수업, 교사가 아닌 학생의 질문형성 유도 등
사고능력 향상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 이전에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 ‘learning to
learn’ 평가는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역량을 그들의 훗
날의 인생에서, 혹은 여가 시간이나 사회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얼마나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즉 학교와 교육당국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
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국교육은 현재까지 무엇을 지향해 왔는가? 끊임없는 변화와 기술혁신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배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의 교육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제도가 개인들의 선택을 규정 또는 제한하는 것(North, 1990)처럼 ‘한국사회를 가로지
르는 고착화된 체계’로서의 학력․학벌주의적 구성방식(김부태, 2011)은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
적 지향점들을 정의하며 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행위가 고립된 상황에서 선택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 지는 것(Granovetter, 1985;
하연섭, 2011)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자녀에게 경쟁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것도 사회적 압력, 사회적 역할기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김동석, 2015)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제도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합리성보다는 사회관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
는 행동을 하게 된다(Meyer & Roman, 2006; 이현서, 2015). 그동안 한국의 사회구조적 맥락은
학습주체인 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은 물론, 교육행위 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조차 학습을 ‘경쟁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배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그러한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었을
때 의도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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