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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실목표구조와 성취정서의 관계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연구모형에 대해 성취수준에 따른 변인 간 예측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의 1개 중학교 2학

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46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경로분석,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을 숙달목표구조로 지각할

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낮고 긍정 정서에 대한 예측력이 크며, 학습된 무기력은 부정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실을 수행접근목표로 지각하는 정도는 긍정정서에만 정적 관련성을 보였지만, 수행회

피목표로 지각하는 정도는 학습된 무기력과 부정정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된 무기

력은 숙달목표 교실구조와 부정정서와의 부적 관계 및 수행회피목표 교실구조와 부정정서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교실숙달목표구조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의 부적 영향을 강

하게,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교실숙달목표구조에서 긍정정서로의 정적 영향을 더 강하게 보였다. 교실수행

접근목표구조에서 부정정서로의 경로의 경우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부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학업성취

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교육적 함의점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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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계속된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동기 저하와 학습상황에서 겪는 부정적인 정서가 장기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시키

기 때문이다(이명진, 봉미미, 2013).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은 자신의 행동이나 노

력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부정적인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지각함으로써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현상(Hiroto & Seligman, 1975)으로, 학업 상황에서는 동기 저하나 부적응 또는 회피와 지연 

등의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외부적․환경적 요인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 Sakano(1989)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요인을 제안하였으며, 김정규(1991)는 학습된 무기력이 

심한 학생들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 문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학습된 무

기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변인에 대한 고려를 제안한 연구들 중 학급 분위

기나 교사와 친구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신기명, 1993)과 가정환경의 변인 이외의 학교 환경 

변인이나 사회 환경변인(정수자, 1996)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태도와 동기 수준이 교육환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

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Ames와 Archer(1988)의 교실목표구조

(classroom goal structure) 개념은 성취목표지향성이론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교실

목표구조가 학생 개인의 목표지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보았던 것이다(김아영, 2010 재인용).

학교 환경 변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실목표구조의 기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유는 교실은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학교는 

가정만큼 혹은 그 이상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물리적 장이고, 교사-학생 또는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목표구조는 교실의 구조

적인 특징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목표이론(goal theory)에 의하면 학습자의 동기는 

학습자 개인의 기본 기질과 신념뿐 아니라 교실목표구조의 영향을 받는다(Ames, 1992; Nicholls,

1989)고 하였다. 교실목표구조는 수업장면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도록 강조하는 수업환경을 말

하는 것으로, 어떤 목표에 맞게 교사가 수업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숙달목표구조와 수행목표구

조로 구분된다(전훈, 봉미미, 김성일, 2010). 교실목표구조는  교실에서 어떤 동기적 요소가 강조

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에 영향을 주며(Ames, 1992; Meece, Anderman & Anderman,

2006), 교사 외 또래 학습자와의 질적인 관계수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Patrick, Kaplan, &

Ryan, 2011).

교실목표구조는 학습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숙달목표구조를 

가진 교실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수행목표구조를 가진 교실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더 강하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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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eser, Midgley, & Urdan, 1996).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

목표가 자아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 시험불안 등의 정서반응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관한 연

구는 다수 존재하지만(소연희, 2007; Sideridis, 2005), 학습자가 지각한 교실목표구조가 그들의 

정서적인 변인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학습자들은 학습

상황에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Op't Eynde, De Corte, & Verschaffel, 2007). 지각, 주의력,

작업기억, 추리, 장기기억 인출,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등의 인지과정 또한 정서의 영향을 받는

다(Pekrun, 2007). 성취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성취정서가 학습자의 성취와 결과를 설명하는데 

예측력을 가지며, 학습자의 동기 및 인지 변인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Daniels et al., 2009;

Pekrun, Goetz, Daniels, Stupnisky, & Perry, 2010). 정서는 학습 상황에서 다양하게 경험되고 

이후 학습자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상황에서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정서와 학습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학습 장면에서의 정서 

연구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krun의 성취정서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이 지각하는 교실목표구조와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 추가적으로 기본 연구모형을 성취수준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취를 통해 성패경험과 갈등,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높

은 학생과 낮은 학생들은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성취정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습된 무기력은 지각된 교실목표구조와 성취정서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성취 수준에 따라 변인 간 구조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변인들 각각의 교육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환경적 변인으로서 교육목표

구조와 실제 성취 결과가 아닌 성취를 통해 얻는 정서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의 개념

개인이 일반적인 성취상황에서 가지는 목표가 성취목표이다. 성취목표는 개인의 특성으로 많

이 연구되어 왔지만, 개인뿐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의 수준에서도 성취목표와 관련된 의미가 있

다. 이것을 목표구조(goal structure)라 한다(Kaplan, Gheen, & Midgley, 2002; Urdan &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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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olters, 2004). 교실목표구조(classroom goal structure)는 교실 환경에서 명시적으로나 암

시적으로 강조하는 성취목표로 정의된다(Ames, 1992; Covington & Omelich, 1984). Ames와 

Archer(1988)는 학업환경에 따라 학생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것이므로 학생들이 어떤 교실

환경에서 숙달목표나 수행목표를 지향하게 되는지에 대해 성취목표이론을 맥락적으로 접근하

였다. Ames(1992)는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교실의 성격, 특성과 같은 교실문화 모두를 

‘지각된 교실목표구조(perceived classroom goal structure)’라 하고, 학생은 수업시간에 이루어

지는 학습과제의 성격, 교사의 말과 행동, 교수 방법 및 평가 방법, 학생-교사의 관계, 그리고 

교실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통하여 교실목표구조의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실은 학

생 및 학생-교사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교사는 말과 행동 등의 다양

한 경로를 통해 교실목표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Ames, 1992; Midgley,

1993). 학생들이 교사가 강조하는 목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학생의 목표지향성, 효과적

인 학습전략 사용, 과제 선택, 태도에 영향을 준다(Ames & Archer, 1988).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란 반응과 결과 사이가 관련이 없다는 기대의 결과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이다(Hiroto & Seligman, 1975). 즉,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자신에게 다

가올 부정적인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지각함으로써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현상인 것이다. 부정

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계속 실패를 경험할 경우, 자신의 

반응과 주어질 결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 이상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동기적, 정서적 

인지적 결손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습된 무기력은 특정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에 대

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Seligman, 1975). 봉미미 외(2008)는 한국 청소년의 부적응적 

학습동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교육열, 학력주의, 대학입시제도의 영향을 

제기하였으며, 이 3가지 요인들은 청소년에게 상대적 비교를 경험하게 하고 거듭된 실패경험을 

키워 부정적인 정서와 동기적 결핍을 느끼게 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발생시키는 학습환경을 만

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무엇이 학습된 무기력을 생기게 하는지를 밝혀 학생들이 더 만족스

러운 학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Pekrun 외(2002)는 학업상황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결과를 자신의 외적 또는 내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경험하는 정서를 성취정서(achievement emotions)라 정의하였다. Pekrun

외(2007)는 Barrett과 Russell(1998)이 정서를 유인가 및 활성화 수준에 따라 구분한 순환모델을 

더욱 세분화하여, 통제-가치 이론(control-value theory)을 토대로 대상 관점인 활동과 결과를 추

가하여 정서의 구조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시켜 개념화하였다. 통제-가치 이론은 귀인이론

(Weiner, 1985), 기대-가치 이론(Pekrun, 1992; Tuner & Schallert, 2001), 지각된 통제이론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의 기본 원리를 통합한 것이다. 성취정서의 이론적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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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 틀에 성취환경과 인지적 

평가, 성취정서, 성취결과를 포함시키는 모델이 제안되었고(Pekrun & Stephens, 2009; Tyson,

Linnenbrink-Garcia, Hill, 2009), Op'tEynde와 Turner(2006)의 성취정서조절 모형은 구체적 과

목(수학)을 제시하였다(각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미영, 2016 참조). 이러한 이론적 모형들

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과 학교 환경이 학업상황에서 정서 반응과 학습자의 인지적·행

동적 참여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취목표-성취정서 간

의 관계는 성취목표가 성취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Pekrun & Stephens, 2009; Tyson, et

al., 2009), 성취정서가 성취목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Linnenbrink & Pintrich, 2002; Seifert,

1995)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성취정서가 학업적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자기조절동기, 자기

조절 학습전략, 심리적 안녕감, 내재동기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Daniels

et al., 2009; Jang & Liu, 2012; 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et al., 2011).

2.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간의 관계

교실목표구조와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성취정서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국내 선

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각 변인의 특성들과 하위요인들 각각이 정적, 부적으

로 여러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을 통해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실구조는 외국과 매우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이 절에서는 주로 국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연구모형을 도출하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 교실목표구조와 성취정서

Roeser 외(1996)는 중학생의 지각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와 관련된 신념, 감정, 성취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개인의 성취목표와 학교에 대한 감정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지각된 학교의 과제

목표구조는 개인의 과제목표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지각된 능력목표구조는 개인의 상대적인 능력목표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의식과 관계가 있었다.

Wolters(2004)는 학생의 동기, 인지, 성취를 예측하는 목표구조와 목표지향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숙달목표구조와 숙달목표 지향성은 모든 영역에서 적응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권금진

(2009)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정서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

였다. 학생들이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쟁심이나 부러움이 

크고, 학업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정서가 긍정적이었다. 반면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수업 

참여도가 낮고, 교사의 통제를 높게 지각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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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았으며, 담임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학생일수록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된 무기력과 성취정서

학습된 무기력과 성취정서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불안, 스트레

스,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와 무기력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 학교 및 교실의 성취 관련 정서의 양상이 달라 국내 선행 연구들에 기

초하여 살펴 보면, 강혜원과 김영희(2004), 심혜숙과 임혜경(2008), 정은 (2014), 최효식, 신종호,

권수진, 최예은, 연은모(2013), 고재량과 변상해(2014)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스트레스 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경희(2004)는 중학생의 가정과 학교 및 개인 변인들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된 무기력과 자아평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

아평가,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 순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김희수

(2006)는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

구하였다. 여기서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은 우울증, 내향성, 강박증, 경조증, 히스테리이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정신건강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학습된 무기력

과 자기효능감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정우진(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재동기에도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3) 교실목표구조와 학습된 무기력

이은주(2000)는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교실환경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교실환경을 학생들의 참여가 높고, 교사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며, 학생들 간 경쟁과 비교를 

적게 하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준다고 지각한 학생들이 높은 동기수준을 나타냈다. 심연

흠(2011)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급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두고 참여할수록, 학급 구성

원이 상호 간 잘 어울릴수록, 교사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에 관심과 애정을 보일수록, 정해놓

은 규칙을 존중하여 교사의 처벌에 일관성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

고 과제난이도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높았다. 김종렬과 이은주(2012)의 연구에

서는 교실목표구조와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수업참여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

혔다. 초등학교에서 숙달목표구조가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중

학교에서 수행목표도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에 영향이 있었다. 조유미와 임성택(2012) 연구에

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학습동기를 매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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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규(1991)는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학생을 지도할 때 해당 학생만 가르치고 지도해서는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 중에는 가정이나 학교 등의 외

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 가정 문제나 학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습된 무기력을 진단할 때 양육태도, 부모와의 관계, 가정 분위

기 등의 가정 문제와 수업 내용, 학급의 분위기, 교사의 학급운영 방침, 수업 진행방법, 수업에 몰

두하는 태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학생 또래 간의 관계, 과외활동 참여 등의 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기명(1993)은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 학생

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에게 너무 어려

운 내용을 학습하라고 하거나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수업을 할 때, 학생은 학습에 흥미를 

잃으며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학생에게 무기력을 일으키는 학교요인으로 학급분

위기, 학습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 곤란도,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정도, 학습내용,

교사와 친구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클럽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제시하였다. Sakano(1989)는 이 

밖에도 가정, 학교환경, 사회 등의 조건을 학습된 무기력 형성과정으로 열거하였다.

3. 연구 모형

Sakano(1989)와 신기명(1993)은 학습된 무기력이 외부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그 

중 학교요인이 학생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Ryan, Pintrich, 그리고 

Midgley(2001)는 교실숙달목표구조는 긍정적 정서를, 교실수행목표구조는 부정적 정서를 강하

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희수(2006)는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나아가 변인 간 인과관계의 정도가 성취 수준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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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경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여 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주요 연구변인인 

학습된 무기력은 시험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초등학교 기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

에 중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이 1년 이상인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가 가

까워질수록 교실목표 구조에 대한 지각에 다양한 오염변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3학

년도 제외하였다. 또한, 전국규모의 표집을 통해 학교차원을 고려한 위계적 분석을 계획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에 한 학교로만 한정하여 학교의 환경이나 교육방침 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9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29부를 제외

하고 총 468명(남학생 229명, 49%)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성적 및 기타 응답자 정보에 관한 문

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세 가지 연구변인은 모두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피로감이나 문항 배치 순서효과를 통제(counter-balancing)하기 위하여 

A형과 B형의 두 가지 버전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모든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 

내용의 예시를 <표1>에 제시하였고 각 척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실목표구조

교실목표구조의 척도는 Midgley 등이 개발한 적응적 학습패턴 척도(The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ales, Midgley et al., 2000)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질문지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요인 14문

항으로 구성된 학생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2)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기명(1990)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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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욕 결여, 책임감 결여 등의 7개 하위요인이며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3) 성취정서

성취정서는 Pekrun 외(2011)가 개발한 AEQ(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를 도승이 

외(2011)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어판성취정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이며 학습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정서 세 가지(즐거움, 희망, 자부심)와 부정정

서 5가지(화, 불안, 수치심, 절망감, 지루함)로 구성되어 있다.

4) 학업성취

학업성취의 측정을 위해 2015년 1학기 전 과목 평균 점수(100점 만점)를 설문지에 자기보고 

하도록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본인의 점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

에 다집단 분석 시 사례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응답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균(77.35)을 상·하집

단 구분의 기준 점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상집단은 261명, 하집단은 169명으로 분류되었다.

<표1> 척도의 신뢰도와 예시문항

Cronbach α 

(문항수)
예시문항

교실 

목표

구조

숙달 .78 (6) 우리 수업에서는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행접근 .70 (3) 우리 수업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수행회피 .80 (5)
우리 수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실수하지 않

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된 무기력 .97 (45) 내가 아무 쓸데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성취

정서

긍정정서 .81 (13) 나는 공부할 때 자신감을 느낀다.

부정정서 .95 (32)
나는 공부가 지루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지긋지긋

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2.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

계치를 산출하여 변인들의 정규성과 결측치를 점검하고, 상관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경로계수와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집

단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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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간 상관 분석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왜도 절대값의 범위는 0.19∼0.34, 첨도 절대값의 범위는 0.35∼

0.55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성취정서는 

숙달 및 수행접근 교실목표 구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정적 방향의 관계를 보였으나 부정 성

취정서는 숙달 목표구조와는 부적이고 수행접근 및 수행회피 목표와는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정 성취 정서는 학습된 무기력과의 상관이 정적으

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교실 목표 구조
4 

학습된 

무기력

성취 정서

평균

(M) 

표준

편차 

(SD) 

왜도

(S) 

첨도

(K) 
1 

숙달

2 

수행 

접근

3 

수행

회피

5 

긍정 

정서

6 

부정 

정서

1 - 3.55 .67 -.19, .35

2 .17** - 3.28 .82 -.14, -.19

3 -.01 .56** - 2.69 .77 -.12, -.11

4 -.24** .12** .38** - 80.81 28.3 .34, -.55

5 .41** .17** .07 -.07 - 2.90 59 .11, .10

6 -.29** .16** .46** .70** -.04 - 2.45 .69 .31, .00

** p < .01, n = 468

2. 경로분석 결과

1) 전체 집단의 모형 검증과 변인 간 인과관계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 4.787, df=3, CFI=.998, TLI=.989, NFI=.994

RMSEA=.036으로 나타나 해당 연구모형은 경로분석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간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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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p

비표준화 표준화

교실숙달목표     → 학습된 무기력 -13.25 -.27 2.074 -6.39 ***

교실수행접근목표 → 학습된 무기력 -2.77 -.07 2.038 -1.36 .173

교실수행회피목표 → 학습된 무기력 17.81 .41 2.148 8.29 ***

교실숙달목표     → 긍정정서 .34 .39 .037 9.11 ***

교실숙달목표     → 부정정서 -.11 -.11 .033 -3.41 ***

교실수행접근목표 → 긍정정서 .07 .10 .030 2.38 .017**

교실수행접근목표 → 부정정서 -.03 -.04 .031 -.10 .321

교실수행회피목표 → 부정정서 .23 .25 .035 6.53 ***

학습된 무기력    → 부정정서 .01 .60 .001 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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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실목표구조와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실숙달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27)을 미친다. 교실수행접근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교실수행회피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4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실목표구조와 성취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실숙달목표는 긍

정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39)을 주었고, 부정정서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11)

을 주었다. 교실수행접근목표는 긍정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10)을 주었으나 부정정서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실수행회피목표는 부정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2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기력과 성취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학습된 무기력은 부정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60)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들의 직 간접 효과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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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모형의 효과 분해표 

경로
표준화된 회귀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실숙달목표 → 학습된 무기력   -.27***   -.27***

교실수행접근목표 → 학습된 무기력   -.07   -.07

교실수행회피목표 → 학습된 무기력    .41***    .41***

교실숙달목표 → 긍정정서    .39***    .39***

교실숙달목표 → 부정정서   -.11***   -.16**   -.27**

교실수행접근목표 → 긍정정서    .10**    .10**

교실수행접근목표 → 부정정서   -.04   -.04   -.08

교실수행회피목표 → 부정정서    .23***    .25**    .50**

학습된 무기력 → 부정정서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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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숙달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을 매개로하여 부정정서에 간접적인 영향을 부적으로(=-.16)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교실수행회피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을 매개로 하여 부정정서

에 간접적인 영향을 정적으로(=.2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변인 간에 표준화 

경로계수를 구한 결과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3. 다집단 분석 결과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간의 관계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에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인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각 하위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산출하였다. 각 계수는 학업성취 상집단과 하집

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M=77.3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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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취 수준 집단별 변인간 상관 분석 

연구모형에서 내생변인으로 사용할 성취정서를 기준으로 상관을 분석해보면, 우선 긍정성취정

서와 교실목표구조에 대한 지각정도는 상집단의 경우 숙달목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r=.44)이 보고된 반면, 하집단의 경우 세 가지 목표 모두 r=.20 안팎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정성취정서와 교실목표구조에 대한 지각 정도는 상집단(r=-.26)

과 하집단(r=-.34) 모두 숙달목표만 부적 상관을 보였고 수행접근(상r=.13, 하r=.22)과 수행회피(상

r=.45, 하r=.41) 목표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수행회피와의 상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인인 성취정서와 매개변인으로 사용할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성취

정서와 무기력은 상집단의 경우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13) 이 있는 반면 하집

단의 경우 상관의 정도가 거의 없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성취정서와 무기력은 

상집단과 하집단 모두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상r=.71, 하r=.73).

외생변인인 교실목표구조에 대한 지각과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집단의 경

우 숙달(r=-.23)과 수행접근(r=-.18) 목표는 부적 상관이 보인 반면 수행회피와는 정적 상관

(r=.4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집단의 경우 숙달목표와는 부적 상관(r=-.38)을 보였지만 수

행접근 목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행회피와는 정적 상관(r=.29)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표5> 성취 수준 집단별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

숙달 수행 

접근

수행

회피

학습된 

무기력

긍정 

정서

부정 

정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교

실 

목

표 

구

조

숙달 .08 -.06 -.23**   .44** -.26** 3.67

(.68)

-.28

.29

수행

접근
.19*   .54** .18**  .06  .13* 3.37

(.83)

-.21

-.41

수행

회피
.05   .59** .40** -.00  .45** 2.62

(.78)

-.04

-.31

학습된

무기력 
-.38** .05   .29** -.13*  .71** 101.1 

(31.5)

.49

-.27

성

취 

정

서

긍정

정서
 .21** .22**  .20* -.01 -.09

3.05

(.58)

.03

.03

부정

정서
-.34** .22**   .41** .73** .14

2.32

(.65)

.44

.36

평균

(표준편차)

3.43 

(.64)

3.22

(.81)

2.80

(.76)

113.36

(36.0)

2.73

(.54)

2.64

(.72)

왜도

첨도

-.20

.57

-.15

.25

-.28

.31

.11

-.76

.10

.44

.10

-.30

*p <.05, **p <.01   ＼대각선 위: 학업성취 상집단(n=261), 아래: 학업성취 하집단(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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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집단 연구모형 동일성 검증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동일한 모형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의 측정동

일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동일성 검증결과는 <표6>과 같다. 본 분석에서는 

의 값과 △ (카이제곱 변화량)을 제시하였지만 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등 여러 문

제가 있기 때문에 CFI, TLI, RMSEA를 함께 제시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표6>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동일성수준  df CFI TLI RMSEA △ (△df)

모형1 자유모형 9.54 6 .995 .975 .037

모형2 회귀 가중치 35.77 15 .970 .940 .057 26.23(9)

모형3 구조공분산 39.84 21 .973 .961 .046 30.30(15)

모형4 구조잔차 43.79 24 .972 .964 .044 34.25(18)

먼저, 연구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변인에 대

한 연구모형을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비교하였다. 자유모형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보였다(CFI=.995, TLI=.975, RMSEA=.037).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를 고정한 모

형과 기저모형의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자유모형과 회귀가중치 모형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지만(△=26.23, △df=9), CFI, TLI, RMSEA 등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을 때 

두 모형 간 적합도 지수가 더 나빠진 결과를 보였다(△CFI=.025, △TLI=.035, △RMSEA=.020).

다음 단계로 구조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자유모형과 변인의 분산과 공분산까지 고정한 

구조공분산모형(모형3)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자유모형과 모형3 간의 값의 차이는 유의

미하였으나(△=30.30, △df=15),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미미하였으므로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CFI=.022, △TLI=.011, △RMSEA=.009). 구조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구조잔차 모형

의 적합도를 자유모형과 비교한 결과 자유모형과 모형4 간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4.25, △df=18). 또한 모형 간 적합도 차이도 미미하였으므로(△CFI=.023, △TLI=.014, △

RMSEA=.007) 모형 4의 구조잔차 모형의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이는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측정

도구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집단 간 경로계수 분석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를 분석하고, 경로 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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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경로를 고정했을 때 경로 간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집단 간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와 경로 간 유의성을 제시하면 <표7>과 같다.

<표7> 학업성취별 경로계수 비교 결과와 경로 간 유의성

경로
경로계수

모수차이
성적 상 집단 성적 하 집단

교실숙달목표 → 학습된 무기력   -.21***   -.37***  -2.50(yes)

교실수행접근목표 → 학습된 무기력   -.02   -.10  -.79

교실수행회피목표 → 학습된 무기력    .40***    .37***   .20

학습된 무기력 → 부정정서    .60***    .62***  -.05

교실숙달목표 → 긍정정서    .44***    .18*  -2.80(yes)

교실숙달목표 → 부정정서   -.10*    .14*  -.80

교실수행접근목표 → 긍정정서    .03    .18*  1.62

교실수행접근목표 → 부정정서   -.11*    .12  2.87(yes)

교실수행회피목표 → 부정정서    .27***    .17**  -.83

*p <.05, **p <.01, ***p <.001; 임계치 = 1.965 

교실숙달목표가 학습된 무기력에는 두 집단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집단 모두 교실수행접근목표가 학습된 무기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교

실수행회피목표가 학습된 무기력에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습된 무기력이 부

정정서에는 두 집단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숙달목표가 긍

정정서에 두 집단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정서에는 성적이 높은 집단은 부

적으로, 성적이 낮은 집단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교실수행접근목표가 긍정정서에는 

성적이 높은 집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적이 낮은 집단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교실수행접근목표가 부정정서에는 성적이 높은 집단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나 성적이 낮은 집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교실수행회피목표는 부정정서에 두 집

단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집단 간 경로를 고정했을 때 경로 간 유의성은 값이 ⍺=.05에서 ±1.965이상이면 유의한 차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교실숙달목표→학습된 무기력, 교실숙달목표 → 

긍정정서, 교실수행접근목표 → 부정정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회

귀계수와 같이 고려해보면, 교실숙달목표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성적이 높은 집단은 

=-.21, 성적이 낮은 집단은 =-.37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실숙달목표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숙달목표가 긍정정서에 미

치는 영향은 성적이 높은 집단은 =.44, 성적이 낮은 집단은 =.18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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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의 경우 교실숙달목표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수행접근목표가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성적이 높은 집단은 =-.11, 성적이 낮은 집단

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교실수행접근목표가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 정도에 따른 변인 간 

표준화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 3] 학업성취 상 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그림 4] 학업성취 하 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숙달목표구조와 

학습된 무기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 교실수행접근목표구조는 학습된 무기력

과 낮은 정적 상관, 교실수행회피목표구조는 학습된 무기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학급풍토에 관한 지각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수록 낮은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난다는 김

민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교실숙달목표구조는 긍정정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부정정서와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교실수행접근목표구조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낮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교실수행회피목표구조는 긍정정서와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심

리적 환경이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권금진(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이 지각하는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실환

경에서 부정적 성취정서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실목표구조처럼 환경적인 변인들이 성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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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 상황에 맞게 교실

목표구조를 조성하여 학습자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성취상황에 긍정

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실목표구조 및 학습된 무기력이 성취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실숙달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교실수행접

근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교실수행회피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실숙달목표구조는 학생의 높은 성취와 참여,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고 교실수행목표구조는 학생의 부적응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Lau와 

Nie(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들은 교실수행목표를 접근-회피의 차원으로 보지 않았

다는 차이가 있다. 이밖에 국내 교실목표구조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교실숙달목표와 교실수행

목표 2요인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수행목표를 하나로 보지 않

고 접근-회피 차원으로 보았을 때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실숙달목표는 긍정정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정서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

다. 교실수행접근목표는 긍정정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정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실수행회피목표는 부정정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교에서 지

각한 과제목표구조(task goal structure)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능력목표구조(ability

goal structure)는 학업적 자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Roeser 외(1996)의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교실수행목표구조에 해당되는 능력목표구조를 접근-회피 차원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학습된 무기력은 부정정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희수(2006)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교실숙달목표구조뿐만 아니라 교실수행접근목표구조도 학습자에

게 낮은 학습된 무기력과 긍정정서에 영향을 주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수업의 제

공, 학급 내에서가 아닌 학년 내에서의 성적향상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실목표구조를 측정할 때는 

숙달-수행목표의 2요인으로 하기 보다는 수행목표를 접근 - 회피차원으로 나누어 숙달, 수행접

근, 수행회피목표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실숙달목표는 부정정서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된 무기력을 매개로 

부정정서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실수행회피목표구조와 부정정서와의 관계

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교실수행회피목표구조가 부정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을 매개로 부정정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교실목표구조와 수업참여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유능성 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김종렬, 이

은주(201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학생이 교실환경을 수행회피목표로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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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실목표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교사는 

그들의 언행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학습자가 교실목표구조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

해 세세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교실목표구조, 학습된 무기력, 성취 정서 간의 관계에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교실숙달목표에서 학습된 무기력, 교실숙달목표에서 긍정정서, 교실수행접근목표에

서 부정정서로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

에 대한 신념, 정서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지각 사이에서 개인 성취목표와 소속감의 매개관계

를 연구한 Roeser, Midgley 그리고 Urdan(1996)의 연구와 관련이 있으며, 학생의 동기, 인지, 성

취를 예측하는 지각된 교실목표구조와 개인 성취지향성을 연구한 Pekrun, Elliot, 그리고 Maier

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교실수행접근목표구조를 지각할 때 성취

상황에서 부정정서를 부적으로 경험하므로 학교는 교실수행접근목표구조를 통해서도 성취상황

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연구를 통해 어떤 교실목표구조가 학생의 낮은 학습된 무기력과 긍정정서를 발현

시키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교실목표구조가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

력과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어떤 목표구조를 가져야할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교실목표구조 하나만을 결정하는 것 보다, 학생의 학업 성취나 태도 등 개인차를 고

려하여 학생들이 어떤 교실목표구조를 지각했을 때 성취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의 목표구조를 형성하고 학생의 학업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교실을 통해 어떠한 동기가 발생되고 어떠

한 정서가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학생의 성취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서의 교실목표구조와 개

인의 동기적 특성인 학습된 무기력이 성취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또한 교실수

행회피목표가 부정적인 성취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교실목표는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가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성취정서를 경험

하게 하는 교실목표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 성취정서를 예방하고 관여하기 위해서 

학습된 무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한 학교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

식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가정변인이나 또래변인 등의 환경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갖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해석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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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of Perceived Classroom Goal Structure,
Learned Helplessness, and Achievement Emotions*

1)

Hwang, Mi-Yung**

Yoon, Mi-Sun***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lassroom

goal structure, learned helplessness, and achievement emotions for achievement level group

invariance included. Responses of 468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lassroom mastery goal structure affects low learned helplessness

and high positive emotions. The more students feel learned helplessness strongly, the more

they feel negative emotions. The second is that classroom performance-approach goal structure

had a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effect on learned helplessness and negative emotions,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emotions. Classroom performance-avoidance goal struc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ed helplessness and negative emotions. The third is learned

helplessness mediated the relation of classroom mastery goal structure and negative emotions,

and learned helplessness mediated the relation of classroom performance-avoidance goal

structure and negative emotions. The fourth is that the students who have low achievement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path from classroom mastery goal structure to learned

helplessness, and the students who have high achievement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path from classroom mastery goal structure to positive emotions. In the path from classroom

performance-approach goal structure to negative emotions, the students who have high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students who have low had a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effect.

Suggestion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bout this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classroom goal structure, learned helplessness, achievement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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