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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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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스포츠와 학교 체육 장변에서 운동선수나 학생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
고， 이를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나가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스포츠심리학자
와 스포츠교육학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줄 것이며， 분명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성취

행동에 대한 학문과 이론의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학습 수행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성취 행동에 대한 연구는
성공에 대한 희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웅이라는 학습된 성취요구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기에는 너무 많은 중재 변인이 존재하여 그 설명력이 미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성취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동기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성취목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변영신， 1994; 성창훈， 1995; 유진， 1997; Elliot 와 Church , 1997). 목표
(goal) 에 대한 연구는 McDougall 과 Tolman 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미래
그 자체가 현재의 행동과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현재의 인지적

표상이 한 개인의 성취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설
득력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그 연구의 폭과 깊이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목표에 대

한 이론은 삶 과제(li fe tasks: Carver , 1990a) , 개인 추구 (personal strivings: Emmons ,

1989b), 개 인 계 획 (personal projects: Little, 1989) , 현 재 관심 (c urrent concerns: Kl inger,
1977) , 가능한 자기 (possible selves: Markus와 Ruvolo, 1989) , 표준 ( standards : Bandura,
1989b) , 목표 ( goals : Ford , 1992 ; Locke와 Latham , 1990; Pervin , 1989) 등 의 형 태로 표현되
면서 동기 와 성 격 이 론의 중심 적 인 부분이 되 고 있다 (Carver & Scheier , 1982; Emmons ,

1996; Pervin, 1989).
이러한

맥 락에 서

Dweck0986 , 1991), Dweck 과 Leggett(988) , Dweck, Chi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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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099S) 은 동기의 사회인지적 접근을 취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 차원에서 성격
을 개념화했다. 즉， 사람들은 성취

상황에서 목표 추구의

개인차로 정의되는 목표성향

(goal orientation)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 현장에서 저조한 학교 성적에 대
한 학생들의

반응 차이 연구를 통해 두 유형의 목표성향을 구분했다. 즉 학습목표성향

(l earning goal orientation) , 수행목표성향 (perlormance go려 orientation) 이 그것이다. 학습
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자신의 유
능감을 발달시키는 반면， 수행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유능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피

하고， 긍정적인 판단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유능감을 증명해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스포츠와 운동 수행 장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Nicholls(984) , Duda와

Nicholls(992) 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자기참조적 준거차원에서 유능
감을 판단하는 과제관여 적 성 향(task-involved orientation) 과 다른 사람의 참조준거 와 비

교를

통해서

자신의

유능감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자아관여적

성향 (ego- involved

orientation) 을 개 념 화했다， Dweck과 Nicholls 가 주장하는 각각의 목표 성 향은 각각 지 능

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믿음 차이와 능력과 노력에 대한 발달적 분화 차이에 기인한다. 즉，
Dweck의 목표성향관점에서 보면 수행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고정된 것 (entity)이

며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선험적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학습목표성향을 가진 사

람은 자신은 능력을 노력과 경험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incremental )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즉 능력과 지능에 대한 한 개인의 믿음이 목표행동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Nicholls 의 목표성향관점에서 보면 과제관여적 성향을 가진 사
람은 능력과 노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믿는 반면， 자아관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분화된 능력과 노력개념을 가지고 있어 적은
노력으로 과제를 수행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
다. 이러한 개인의 인지적 믿음과 인지발달에 근거하여 상이한 목표성향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어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반응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Arnes ( 1987) 는 비슷한 맥락에서 목표성향을 숙달목표성향(mastery goal orientation) 과 수
행목표성향 (perlormance goal orientation)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목표
성향을 종합해보면 2개 의 목표성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려는 목표성향과 능력을 비교해서 증명해 보이려는 목표성향이다.
그러나 최근 수행목표성향을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하여 전체적으로 3요 인 구조를 가지
고 목표성향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Vandewalle， 1997; Elliot
와 Harackiewicz, 1996; Elliot, 1994, 1997) , Elliot(1994) 는 수행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간의

혼동된 결과를 통해 수행목표성향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즉 과거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행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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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는 등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Dweck<l986) 과 Duda<l993) 이 예언했듯이 수행목표성향을 갖더라도

개인의 유능감 수준에 따라 내적동기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수행목표성향을 가지면서 유
능감 지각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인 행동 유형과 높은 내적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유능감

지각이 낮은 사람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고， 성취 상황에서 노력과 흥미를 기울이
지 않으며 수행감소와 지속성 결여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Middleton과 Midgley <l 997)
는 자아지향적 목표성향과 과제지향적 목표성향 모두 단일한 접근 (approach)형태의 목표

성향임을

주장하고

Nicholls가

제시한

작업회피 ( work

avoidance) 차원 은

단지

노력감소

(effort reduction) 의 측면일 뿐이고 이는 능력 부족에 대한 증명이나 시범을 피하는 것과 개
념적으로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 개 차원의 성취목표성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러 한 맥 락에 서 Vandewalle <l997) 는 Hayman과 Dweck(1992) 이 수행목표성 향올 자신
의 능력에 대해 호의적인 판단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과 비호의적인 판단을 피하려는 욕망
으로 정의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Nicholls (l984) 도 자아관여를 성공을 통해 능력을 증명

해 보이려는 욕망과 실패를 통해 낮은 능력을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정의한 것을 통
해 수행목표성향을 호의적인 판단을 얻으려는 증명 (prove)차원과 비호의적인 판단을 피하

려는 회피 ( avoid)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Nicholls( 1984) 의 자

아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다섯 개 문항이 증명 차원에 속하고 두 개 문항이 회피 차원
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두 차원에 대해 이론적이고 통계적인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일차원에서 자아성향을 측정했음을 지적하고， 세 개 차원의 목표성향(학습
목표성향， 증명(수행)목표성향， 회피(수행)목표성향)을 제시하여 작업장면에서의 다양한 통
계 적 검 증으로써 이 를 지 지 하였다. 뿐만 아니 라 Elliot와 Harackiewicz <l996) , Elliot <l994,

1997), 그리고 Elliot 과 Church <l997) 는 대부분의 목표성향이론가들이 학습 및 수행목표성
향 또는 자아 및 과제관여적 목표성향이라는 단일차원의 ‘접근 ( approach)’형태로 개념화하
고 있음을 밝히고， 접근동기 ( approach motivation) 에 대한 이러한 단일적인 관점은 성취상

황에서 행동이 성공에 대한 희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동'il (motive) 에 의해 방향지
워진다고 주장하는 고전적인 성취동기이론가들과(McClelland， Atkinson, Clark , & Lowell,

1953; Murray , 1938; Lewin , Dembo , Festinger, & Sears , 1944)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
적하고， 현재의 수행/학습목표성향과 고전적인 접근/회피목표를 합병하는 통합적인 성취목
표성향 개념을 제안했다. 즉， 수행목표를 접근과 회피요인으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숙달목
표 ( mastery go머) 와 수행~접근목표 (performance-approach go머 ) ， 그리고 수행~회피목표

(performance- avoidance go머) 의 세 개 차원으로 구분했다. 숙달목표는 유능감과 과제숙
달의 발달에 초점을 두며， 수행~접근목표는 유능감의 호의적인 판단을 얻어내는데， 그리
고 수행~회피목표는 유능감의 비호의적인 판단을 피하려는 데에 초점을 둔다. 또한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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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행~접근 목표는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수행~회피목표는 잠재된 부정
적인 결과에 근거해서 자기조절을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대학수업장면에서 이러한 목표
성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숙달목표가 성공에 접근하려는 동기

적 기질과 높은 유능감 기대를 가지게 됨으로서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되며 수행접끈목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유능감 기대가 결합하여 내적 동기의 측
면보다는 수행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여하고， 수행회피목표는 실패의 두려움과 낮은 유능감
기대를 통해 내적동기와 수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Skaalvik (199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성향이 자기향상적 ( self-enhancing ) 자
아성 향과 자기 파괴 적 (self-defeating) 자아성 향으로 구분하고， 이 를 측정 하는 도구를 개 발
하였다. 그리고 자기파괴적 자아성향과 자기향상적 자아성향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작아

서로 독립된 변인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아파괴적 자아성향은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성취행동과 자기 지각과는 부정적으로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기향
상적 자아성향은 성취행동， 자기지각 및 내적동기와 긍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Midgley등 (1998)도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7개 서로 다른 표본집단과
다양한 통계절차를 통해 3개 차원의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수행~접근 목표성향， 수
행--회피 목표성향)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각 차원에서 6개 문항으로 총 18 개 문항을 개
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체육수업장면이라는 상황속에서

Dweck의

내재믿음이론

(I mplicit belief theory) 에 근거하여 체육과 관련한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믿는 학생은 수
행목표성향을 가질 것이며， 능력을 노력과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학생은 학
습목표성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수행목표성향을 접근성향과 회피성향으로 구분
하여， 전체적으로 학습목표성향， 수행~접근성향， 수행~회피성향의 세 개 차원의 성취목

표성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체육수업 장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취목표성향이 무엇인
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기틀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끌 수 있는데 도웅올

주어 체육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와 운
동 수행 장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수행 회피동기에 대한 경험과 이

론적 기틀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척도 개발

n.

83

연구방법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체육수업장면에서 3 개 차원의 성취목표성향척도를 개발하고 그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3 개 의 표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서울시내 소재

C

중학교 총 388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는 서울 시내 소재

N

중학교 총 352 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공인타당도와 예측 타당도의 검증은 서울 시내 소재

준거관련 타당도를 위한

N 중학교 총 281 명 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러나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거나， 하나의 숫자만

을 계속해서 기입한 경우에는 불성실한 자료에 포함시켜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
구의 불성실한 자료의 범주에 포항되어 무효 처리된 피험자수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9

명，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6명 ，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 검증에서 3 명 이 었 다. 따라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위한 피험자는 총 379명 ，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총 352명 ， 타당도 검
증에서는 총 278 명 을 대상으로 하여 총 1 ，005명 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1 학년

λ-P1

E口L

요인분석

확

인

요인분석
준거관련
타당도

경~

계

2 학년

겨|

~능
ε

3 학년

남

여

남

여

남

어

남

여

합계

51

55

54

58

91

70

196
(5 1.7%)

183
(48.3%)

379

73

75

64

53

39

44

176
(50.6%)

172
(49.4%)

348

50

47

44

49

48

40

142
(50.9%)

136
(48.7%)

278

174

177

162

160

178

154

514

491

1,005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은 검사~재검사방법과 Cronbach a 값을 통한 문항의 내적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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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사~재검사는 무선으로 선정된 1 개 반 35명 을 대상으로 4주

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검사접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구하였다.

2)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의
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l) 내용타당도 검증은 성취목표성향에 관한 전문가 3 인 과 5년 경력 이상의 체육교사에
의해 판정하였다.

(2)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탐색적 ·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

해 먼저 선행연구에 의한 기초 문항을 구성하였다. 기초 문항은 작업 분야에서 3개 차원
의 목표성향척도를 개발한

Vandewalle( 1997) 의

연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3 개 차원의 학생들의 성취목표성향 척도를 개발한 Mi dgley 등(1998)의 연구， 일반대
학생들의

목표성향

척도를

개발한

Elliot와

Church(1997) 의

연구，

그리고

Nicholls와

Duda(1992) 의 TEOSQ질 문지 에 기초하여 숙달에 기초한 문항 13개 ， 수행~접근에 기초한 문

항

127M ,

하였다.

수행~회피에 기초한 문항 15개 ， 총 40개 의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성

Nicholls ,

성창훈(1995)이

Duda(1989) 의

TEOSQ(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현재 한국에서

Questionnaire) 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문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타 외국에서 개발된 질문지는 번역 ~역번역 작
업을 거쳐 번역의 합치도를 영어교육전공자 1 명 ， 석사이상의 스포츠심리학 전공자 4명 을
대상으로 5점 척도 ( 1점 : 매우 부적합에서 5점 : 매우 적합)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4점 이상(적합， 매우 적합)이 되는 것만 원문항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적합

한 문항과 부적합한 문항을 체육교육과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 학생들이 번역된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기초문
항은 총 40문 항 으로 구성 하였다.

(3)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CD

공인타당도는

TEOSQ,

내적동기， 능력의 내재 믿음의 세 가지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첫째， TEOSQ는 Duda와 Nicholls(1992) 가 개발하고 성창훈 ( 1995)과 김병준 ( 1 997)이

이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 성취목표성향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척도를 사용
하였다. 내적동기는 Ryan(1982) 이 개발하고 성창훈 ( 1996)이 번안한 내적동기 질문지(IMD
를 사용하였다. 이는 흥미 ~즐거움 · 유능성 · 노력 · 긴장 등 4가지 하위척도를 가지고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Dweck 이 개발한 능력에 대한 내재믿음을 사용하여 검
증하였다. Dweck와 Leggett(1988) 에 따르면 능력의 내재이론에는 고정 내재와 향상 내재
의 두 가지가 있다. 고정 (entity )내재이론은 수행목표성향과 관련되며， 향상(imcrement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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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이론은 학습목표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Dweck (1996) 은 이 측정 이 처 음에 는 지 능의 개 념 에 서 출발하였지 만， 다양한 분야에 대

한 각 개개인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weck, Hong , &
Chiu (l993) 가 지능의 내재이론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3항목 의 문항을 지능의 범주에서 체

육(운통)능력차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으며(예 : 나는 어느 정도의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운동능력은 잘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와 같이 6 점 척도(전혀 아

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체육이나 운동능력이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 향상시킬 수 없다고 믿는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 예측 타당도는 체육점수를 가지고 검증하였으며 본 검사가 실시된 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을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남 • 여 공학이면서 합반으로 수업이 진행하고 있

는 학교를 대상으로 무선 표집을 통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해당 학

교의 체육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참가동의를 구하였다i 참가동
의를 얻은 후 각 학년에 대한 층화무선표집 ( stratifi어 random sampling)을 통하여 조사대

상의 반을 선정한 다음 전체 반의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모아 조사일과 시간을 결정하였
다. 그 결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중간에 날짜를 잡아 시험에 대한 피험자의 심리적 영
향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였으며

체육시간이라는 선입관을 줄이기 위해 아침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였다.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피험자가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본 연

구가 시험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분
위기에서 질문지에 응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시간은 10분에 서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1. 성취목표성향의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 검
증을 위 해 SPSS Window version 8.0을 사용하였다.

2. 구인타당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version 3.1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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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연구결과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
음과같다.

1.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구인 타당도， 내용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구인타당도 검증

(l) 탐색적 요인분석
과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정한 4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서울 시내 소재 남
녀 공학

C

중학교 379 명 을 대상2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질문지를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문항제거시 신뢰도가 전체 신뢰도 값보다 큰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4문 항 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문항의 변별도를 높이기 위해 각 문항간 다중 공선성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높은 상관계
수를 나타난 문항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와 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한 문항

으로 합치거나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개의 문항을 제거하였
다. 고유치 값과 스크리검사 ( scree test) 를 병행해서 요인수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

세 개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요인 세 개로 하여 다시 요인분
석을 하였으며 공유치값이 .40 이 하 되 는 것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7개 가 제거되었다. 요인
분석 모형은 본 연구의 목적이 여러 개의 측정변수의 수를 줄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ant

법에 있어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analysis) 모 형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회전방

현재 널리 쓰이고 있고 요인간에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

각될 때 적합한 사각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각회전 방법 중
Oblimin 방 법 을 사용하였으며

Direct

델타값은 본 연구가 각 요인간 상관이 되면서 독립구조를 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고정하였다(이순묵，

1995). 사각회전에서는 형태계수와 구조계

수 두 개가 제시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해석과 이름을 붙이는 데 더 적합한 구조

계수를 사용하였다. 3개 의 요인으로 설명하는 총 변량은 54% 로 나타났으며

요인 l 에 는

수행~접근 목표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항

20, 8, 2, 17, 5, 35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요인 2는 수행~회피 목표성향으로 문항 15, 39, 24, 6, 18, 30의 6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요인 3은 숙달 목표성향으로 문항

25, 31, 13, 22, 34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표 2는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남은 17개 문항의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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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표

2>

목표성향항목의

구조계수 요인적재치
요인적재치

II

III

• 요인 1 : 수행~접근목표성향

1. 나는 체육시간에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

2
3.
4.
5.
6.

게 보여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체육시간에 다른 학생보다 더 잘했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

.7'i51

낌이 든다.

.740

나는 다른 학생보다 내가 운동이나 체육을 더 잘한다는 것을 친구
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다.
체육시간에 나만이 시범을 보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모습
을 선생님이나 동료들에게 보였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체육시간에 내가 다른 친구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나는 체육시간에 다른 친구나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
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7'17
.710
.708
.703

• 요인 2: 수행~회피목표성향

7.
8.

체육시간에 시범을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잘 못해서
다른 친구로부터 창피를 당할 것 같아 걱정되고 난처하다.
체육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내가 운동을 못한다고 비웃을 것 같아

.753

걱정된다.

.729

체육시간에 내 주된 관심은 내가 운동을 잘 못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10. 나는 체육시간에 내가 잘못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안 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1. 나는 체육시간에 내가 운동을 잘 못한다는 것을 다른 친구나 선생
님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새로운 과제를 배울 수 있
다 해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
12. 나는 체육시간에 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망신당하거나 창피당하
지 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9.

.726
.709
.688
.642

• 요인 3: 숙달(학습)목표성향

13.
14.
15.
16.
17.

나는 체육시간에 배운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익혀나가려 할 때 가
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체육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나는 체육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여 내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체육시간에 열심히 배워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를 찾으려 한다.
나는 체육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새
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변 그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783
.746
.743
.735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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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2)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얻어진 3 개 요인의 17개 문항의 구조가 타당

하고 적합한 측정구조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nn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 남녀 공학 N 중학교에 재학중인 총
잃8명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요인구조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표본 수를 나타낸
다(Joreskog &

likelyhood

method) 을 사용하여 측

정모벨의 통계적 검증을 하였으며 몇 가지의 전반적 지수 (overall

fit index) 를 산출하였다.

Sorbom, 1993).

최대우도법 (maximum

모델의 적합도 평가는 3 개 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17개 의 문항이 하나의 일반적 목
표성향의 결과라는 단일 요인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둘째 177M 의 문항이 숙달목표성향과

수행목표성향의 2요 인 구조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고 셋째， 숙달목표성향， 수행~접근 목

표성향， 그리고 수행~회피 목표성향의 3 개 요인 구조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1
2
3

3>

측정모델에

요인
요인
요인

대한 전반적 지수

X2

df

p

X2/df

GFI

AGFI

CFI

NNFI

RMR

RMSEA

1141.02
735.32
292.36

119
118
116

.00
.00
.00

9.58
6.23
2.52

.62
.73
.91

.51
.65
.88

.46

.37
.62
.90

.29
.25
.10

.16
.12

표 3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카이자승치에

.67
.91

대한 자유도의 비 ( X 2/df) 가 3요 인 에 서 2.52로

나타나 l 요 인 보다 2요 인 ， 2요 인 보다 3요 인 의

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arsh 와 Hocevar (1985) 가 제시한 2:1 에 서 5:1 의 적합 판정 기준치

다.

기초부합치 ( GFD， 조정부합치 (AGFD，

.06

이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비교부합치 ( CFD， 비표준부합치 (NNFD，

원소간

평균차이(R MR)， 근사치의 원소간 평균오차 CRMSEA)의 모든 전반적 지수에서 1 요 인 보다

2요 인 ，2요 인 보다 3요 인 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요 인 이 모댈에 적합한 부합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3요 인
에서

기초부합치와

조정부합치는

각각 .91 과 .88로 나타났으며，

기초부합치에

대해서는

Silvia(1988) 가 제시한 적정 수치인 .90 이 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부합치도 .91 로 나타난

적정 부합지수인 .90 이 상을 보여 모댈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크기에 제일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부합도 지수 중 하나인 비표준부합치도 Bentler 와 Bonett(1980) 이 제시한
적 정 적 합지수인 .90을 초과하고 원소간 평 균차이도 적 합 판정 기준인 .10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근사치 의

원소간

평균오차도

.06을

나타내고

Cudeck (1993) 이 제시한 적정 부합지수인 .08 이 하를 나타내고 있어
나타내고 있다.

있어

Browne 과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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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문항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취목표성향
의 측정모델이 심리측정도구로서 적절한 구조적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내용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내용 타당도는 스포츠심리학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성취목표 성
향과 관련하여 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기고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3명 ， 그리고 중학교에

서 5년 이상의 체육수업의 경험을 가진 체육교사 3 인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
가 대부분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취목표 성향 척도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정하었다.

3) 준거 타당도 검증

(l) 공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TEOSQ, 내적동기， 능력의 내재믿음을 사용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공인타당도 검증
학습목표성향

수행~접근목표성향

수행~회피목표성향

.76**

.33**

-.08

.17**

.65**

.26**

내적동기

.45**

.24**

-.44**

능력의 내재믿음

-.28**

.04

.32**

과제지향
목표성향

TEOSQ
자아지향
목표성향

•: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목표성향은 파제지향적 목표성향과는
표성향과는 .1 7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접근 목표성향은 각각
행

~ 회 피목표성향은

각각

-.08,

.33,

.01 에 서 유의한 상관

.76, 자아지향적 목

.65로 나타났으며， 수

.26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는 학습목표성향과는 .45, 수행~접근 목표성향과는

.24, 수행~회피 목표성향과

는 -.44로 나타났다. 모두 유의수준 .01 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능력의 내재이론과 성취목표성향과는 학습목표성향， 수행~접근목표성향， 수행~

회 피목표성 향 각각 - .28,

.04, .32로 나타났으며 학습목표성 향과 수행 ~회피목표성향과는

유의수준 .01 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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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예측 타당도 검증은 체육 점수로 하였으며 성취목표성향은

체육 점수를 예측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체육점수와 학습목표성향과의 상관관

계는 .30, 수행~접근 목표성향과는 .22, 수행~회피 목표성향과는 -.1 8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수준 .01 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다.
〈표

5>

능력의 내재믿음 및 체육점수와 성취목표성향과의

상관관계

하「스
닙모 파.L서。하
。

..., ..

수행~접근목표성향

수행~회피목표성향

.30**

.22**

-.18**

체육점수

••

.01 에 서 유의한 상관

그리고 표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성취목표성향이 체육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목표성
향， 수행~접근 목표성향， 수행~회피목표성향 각각 표준회귀계수를 나타내는 BETA값이

.30, .22, -.18로써 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 1%수준 에 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표

6>

성취목표성향이

독립변수

체육점수에

조
ζ〉 소
...，벼
ζ: -〈
「

학습목표성향
수행~접근목표성향

체육점수

수행~회피목표성향

미치는 영향

R"

F값

유의도

BETA

T값

T유의 도

.09

27.49

.α)()**

.30

5.24

.α)()**

.05

14.60

.α)()**

.22

3.82

.α)()**

.03

9.50

.002**

-.18

-3.08

.002**

••

.01 에 서 유의한 상관

2.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취목표성향 척도의 신뢰도 분석은 문항간 내적일치도 검사와 검
사~재검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항간 내적일치도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을 계량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총 17개 문항의 총 신뢰
도 값은 .80( 학습목표 성 향 : .80, 수행~접근성향 : .83, 수행~회피성향 : .80) 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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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등 ( 991) 이 제시한 적절한 신뢰도 값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2) 검사~재검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은 4주 의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시점에서 얻어진 검사 점수간의 상
관이 .75로 나타나 매우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취목표성향간의 상관관계
표 7에 서 보는바와 같이 성취목표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습목표성향과 수행~
근목표성향과는

상관계수가

.3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수행~회피목표성향과는

-.19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접근목표성향과 수행~회
피목표성향간에는 .1 8의 상관계수를 보여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통계치
는 유의수준 1% 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성취목표성향간의

상관관계
학습목표성향

학습목표성향

수행~접근
목표성향

수행~호|피

.30**

-.19**

수행~접근목표성향

목표성향

.18**

수행~회피목표성향

“ : .01 에 서 유의한 상관

N.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weck(988) 이 제시한 지능의 내재 믿음 이론에 기초하여 운동능력을 노력
을 통해 향상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학생들은 운동 수행 과정에서 그 과정보다는 결

과에 학습의 초점을 두는 반면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비교와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
을

둔다는

가정 과

함께

Elliot0994 , 1997) , Midgley등0997，

1998), Sk없lvik(997) ，

VandeWalle(997) 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수행목표성향이 접근지향과 회피지향에 따라
2 개 로 구분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과제지향적 목표성향과 자아지향적 목표

성향의 이원구조를 가지는 성취목표성향에서 탈피하여 삼원구조의 성취목표성향을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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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육교육장면에서 검증해보고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척도가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취목표성향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a

의 신뢰도 분석 결과 .80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Midgley등，

Midgley등(1 998)의

1998; Roeser, Midgley, Urdan, 1996;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70,

Middleton과 Midgley,

중등학생의

1997).

경우에는 .80이 상의

신뢰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Roeser등 (1996) 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척도의
신뢰도 값이 상승함을 보여주면서 초등학생은

.73,

중등학생은 .81 의 내적일치도값을 나타

냈다. 그리고 다양한 표본을 사용한 Middleton과 Midgley (1997) 의 연구에서도 .84의 내적
일치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능력 및 노력 그리고 자신
의 성취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성취목표성향의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과제지향과 자아지향의 이원구조를 갖는
성취목표성향에서는 이 둘간에 혼동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Nicholls , Cobb, Wood, Yackel ,

Patashnick (1990) 의

연구에서는 과제지향과

자아지향간의 상관이 -.28로 음의 상관을 보여준 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tashnick,

Nicholls,

Nolen (1985) 의 연구에서는 .31 로 양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아지향

적 목표성향을 수행~접근목표성향으로 볼 때 Middleton과 Midgley(1997)의 연구에서는
이 둘간에 .04의 상관， Elliot와 Church(1997) 의 연구에서는 .31 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성향과 수행~접근목표성향간에 .30의 상관을 보여주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개의 목표성향은 둘 다 접근형태를 가지는 것
으로 높은 상관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Nicholls등 (1990) 의 연구에서 나타난
음의 상관은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능력지각이 낮은 자아지향적 성취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능력지각과 수행목표성향간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았
으나 수행목표성향을 갖더라도 능력이 낮다고 지각한 사람은 수행~회피목표성향을 가질

것이며， 능력이 높다고 지각한 사람은 수행~접근목표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습목표성향과 수행~회피목표성향간에는 -.19의 상관을 나타내 선행연구와는 일

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Elliot와 Church (1997) 의 연구에서는 이 둘간에 .11 의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Ska려vik(1997) 과 Middleton과 Midgley(1997)의 연구에서는 이 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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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목표성향과 수행~회피목표성향간에 양의 상관
을 나타낸 것은 수행~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성취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만

만족하려는 경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음의 상관은 학습목표성향
은 접근형태의

성취목표성향이며 수행~회피목표성향은 회피형태의

성취목표성향이므로

하나는 성공에 대한 회망과 기대가 큰 반면 다른 하나는 실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큰
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정

과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결과와 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

는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접근 목표성향과 수행~회피목표성향
간에는 .18로 양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낸다. 즉， El1i야와 Church<l997) 의 연구에서는 이 둘간에
는

.38, Skaalvik(997) 의 연구에서

.20, Middleton 과 Midgley(997) 의 연구에서는 .56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수행결과만을 통해 자신의 성취요구를 취하려는 경향은 양면
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수행목표성향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수행 결과를 통
한 접근형태의 성취목표성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여
주지 않고 저조한 수행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피형태의 성취목표성향을 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목표성향이 개인의 유능감 지각의 정도에 따
라 그 적응적 행동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Dweck(986) 의 선행연구와 더불어 생

각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수행목표성향을 가지면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지각한 사람은 수행~접근형태의
성취목표성향을 가질 것이나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각한 사람은 수행~회

피의 성취목표성향을 가질 것이다. 앞으로 이 두 개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다양한 태도

와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취목표성향과 유능감지각간의 인과 관계 분석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TEOSQ와 의 비교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결과에서도 Midgley등(998)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Midgley등(1998) 의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성향과
과제지향적 목표성향간에 .67로 나타났고， 수행~접근목표성향과 자아지향적 목표성향간에

.63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각각 .76과 .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매우 높은 공인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의

내재믿음과 성취목표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Dweck (l986 , 1988) 과

Tedesco(999) 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능력의 내재믿음이 학습목표성향

간에는 음의 상관， 수행~접근과 수행~회피목표성향간에는 양의 상관을 나타냄으로서 자

신의 운동 능력을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과제의 성공을 수행 결과
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얻으려는 성향을 가지는 반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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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사람은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둔 목표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
에게 학습 성취목표성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을 똥해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

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Hong, Chiu, & Dweck(999) 은 이러한 내재믿음이 성취목

표성향보다 행동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귀인적

평가보다 더 우선 시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어떤 과제의 실패에 대해서 능력부
족으로 귀언을 했다 해도 그 능력이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는 그 적응적 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많은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행동과 인
지과정에 대한 인과분석의 방향과 우선성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Sk없1띠k
(1997) 과 E1li아와 Church(1997)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Elliot와 Church(997) 의 연

구에서는

결과에

Elliot(1994) ,

대하여

Elliot와

수행목표성향을

Harackiewicz( 1996) 의

수행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간의 혼동된

접근과 회피형태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

행~접근목표성향과 내적동기간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수행~회피목표성향과
는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SkaaJvik(997) 의 연구에서도 자기향상적 자아
성향이 내적동기와 .24 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과제숙달성향과는 .35로 더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기파괴적 자아성향과 내적동기간에는 -.15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삼원 구조의 성취목표성향

이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재발한 성취목표성향의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체육점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목표성향과 수행~접근 목표성향이 체육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학습과정에 초점을 둘수록 그리고 유등감지각이 높은 상태에서 다른 사
람보다 잘 하려는 접근성향이

강할수록 높은 체육점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유능감지각이
게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수행~회피목표성향이

낮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다른 사람에

강할수록 낮은 체육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Elliot 와

Chruch

(1997) 의 연구에서도 학습목표성향은 높은 유능감기대와 내적동기의 향상을 가져오는 반
면 수행~접근목표성향은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나 높은 유능감기대를 가져 수행을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리고 수행~회피목표성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유능감기대를 가지

는 것으로 내적동기 및 수행 모두에 부정적 영향올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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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성취목표성향 이론은 교육 장변에서 출발하였다(Dweck，

1986; Am es , 1987; Nicholls , 1984). 그리고 성취목표성향을 연구한 몇몇 학자들은 이 이론
을 스포츠 장면보다는 교육 장면에서 더 잘 적용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삼원구조
의 성취목표성향을 스포츠 장면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원구조와 삼원구
조의 성취목표성향의

차이는 아마도 실패 회피에 대한 측면일 것이다. 선수들은 실패 회

피의 측면보다는 성공에 대한 접근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의 행위가 분명 성취 행동이라고 보고， 성취행동을 이끄는 성취동기가 성공에 대한 희망
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가지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과거 문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동인을 가진 성취목표성향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

다. 만약 스포츠장면에서

실패회피 동기가 없다고 한다면 성취동기 자체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 해야 마땅할 것이다.

EIliot0994, 1997, 1999) 는 다양한 측면에서 실패회피 동기

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아마도 회피동기가 없는 성취목표
성향의 연구는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로 곡해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교육 장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스포츠 장변에서 성공이라는 수면
위의 빙산보다 실패라는 수면 밑의 빙산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최근 김병준 (999) 의 청소

년 운동선수들의 재미 및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재미라는 요인이 선수들로 하여
금 성공으로의 접근을 이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요인은 회피를 이끌 것이다. 그의 연구

에서 제시된 스트레스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 3, 8이 각각 실패의 두려움， 처

별의 두려움， 부상 우려가 있다. 아무리 접근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
한다 해도 회피의 측면이 부각되면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동기적 변인들도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 지향의 성취목표성향과 함께 회피지향의 성취목표성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운동 선수
들의 성취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미래의 연구

방향에 이론과 경험적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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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Ass않sing

Middle School

Students t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hung, αlUng -He냥 • 퍼m， Sun-Jin" . Kim, Won-Bae*** . Hong , Jun-Hee**'

Traditionally , although theorists have described achievement motivation in terms of
approach and avoidance tendencies, goal orientation, research has focused primarily on
two approach goals (D weck, 1986; Nicholls, 1984; Ames, 1987) : the learning or task
goal 'to develop and improve one's ability, and the performance or ego goal to
demonstrate one ’s ability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people.
Recently, three-dimensional achievement

go려

theory including the

go떠

to develop

ability (l earning goal orientation), the goal to demonstrate ability (performance-approach
goal

orientation) and the goal to avoid the demonstration of lack of ability

(performance-avoid goal orientation) has emerged as a new direction in motivational
research (B utton, Mathieu, & Zajac, 1996; Elliot, 1994; Elliot & Harackiewicz, 1996;
Vandewalle, 1997; Middleton & Mi dgley, 1997; Elliot & Church, 1997; Skaalvik, 1997;
Midgley , Kaplan, Middleton , Maehr, Urdan, An derman & Roeser; 1998).

Accordingly, a scale to assess the goal of avoiding the demonstration of lack of
ability (performance-avoidance
goals

go떠 )

was included with scales assessing approach

in a survey given to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The results of studies

conducted with three different samples of 1,005 middle school students were used to
describ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The cont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by means of 5 experts , the construc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through
exploratorγ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γ

factor analysis , and the criterion-related

evidence of validity included into concurrent validity with TEOSQ,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implicit belief of intelligence and prediction validity with the score of physical

Professor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중학생의 성취목표성향척도 개발

education all supported the conclusion that the instrument
three-dimensional construc t.

0야ra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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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