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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남에 소재하
고 있는 대학교의 작업치료학과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성취목표척도와 학기말 평점을 이용하
였다. 성취목표는 Elliot & Church의 3요인 모텔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로 구분하였다. 여학생이 세 
가지 성취목표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행접근목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다. 성취목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회피목표
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숙달목표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학
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성취목표 지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성취목표 지향성 정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특성 파악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취목표에 대한 교육접근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achievement goal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in Gyeongnam Province. 106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filled out a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Elliot & Church's Achievement 
Goal and GPA were used. The achievement goal was subdivided into the mastery goal,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and the performance avoidance goal. The GPA from the previous semester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emale students received higher grades on all of the Achievement Goals than 
male.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decreased as the students' class seniority increased.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showed academic achievement correlated positively with performance approach, but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 performance avoidance goal. The negative achievement goal got lower as the 
seniority of students increas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 educational approach is necessary for the 
positive achievement goal where an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account for in 
the achievemen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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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로서의 학습자라는 관점이 극복되고 있
다. 정보추구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학습과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학습자 모델이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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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가 중심이 되는 가르침의 개념에
서 벗어나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배움의 개념으로의 변
화를 요구받고 있다[1]. 

학습자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
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학습자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방법을 연
구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 학습자중심 교육은 학습의 다양성
과 개별화, 지식의 전수보다는 지식의 생성, 교사와 학습
자의 동반자적 역할, 학습자의 자발성과 능동적 학습과정
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3].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려는 목적 또는 이유에 대
한 개인의 동기적 특성인 성취목표는 목표달성 여부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4], 학습자
가 학습활동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및 참여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내적, 외적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5]. 또한 성
취목표는 학습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6]. 이러한 성취목표는 전통적으로 수행목표
(performance goal)와 숙달목표(mastery goal)로 구분되어
졌으나[5], 개인특성을 수행과 숙달로만 이분화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분류라 하여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
행회피목표로 구분한 3요인 모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7, 8]. 이러한 3요인 모델에 의하면 성취목
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과제를 학습하려는 숙달
목표, 타인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
여주고자 하는,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수행접근목표,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즉 자신의 능력
에 대해 타인의 비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수행
회피목표로 구분될 수 있다[8]. 성취목표 이론에 기초한 
선행연구들[9,10]에 의하면 숙달목표는 심층적인 정보처
리, 흥미, 노력과 같은 여러가지 바람직한 결과변인과 정
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시험불안, 염려와 같은 부정적
인 결과변인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
응적인 학습동기 성향임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수행회피
목표는 피상적 학습, 시험불안,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정
의적 태도변인과 관계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행-
접근목표는 긍정적인 결과변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변
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냈다[11].

작업치료는 다른 어떤 학문분야보다 전문적이고 특수
한 기술들이 요구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체계화된 교육
과정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전문교수의 부족을 겪고 있
다[1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업치료학 내부
에서는 이론과 실습이 공존하는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성취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학습자의 학
업 성취도 증진과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습득과 응용 및 
적용에 도움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준높은 작업치료사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성취목표 지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법과 학
습활동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남 소재 G대학의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학년별로 모인 강의실에
서 설문지를 배부한 후 바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응답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
에 대한 지시문과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배
부한 설문지는 총 115부가 회수 되었으며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이중 표기된 9부를 제외시킨 106부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남자가 30명, 여자가 
76명이었으며, 연령은 남학생은 22.5세±2.5세, 여학생은 
21.2±1.9세이었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21.6±2.14세로 나
타났다.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이 36명, 2학년이 26명, 
3학년이 26명, 4학년이 17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남 여 계

성별 (빈도, %) 30(28.3) 76(71.7) 106(100)

연령 (M±SD) 22.5±2.5 21.2±1.9 21.6±2.14

학년

1 11(36.7) 26(34.2) 37(34.9)

2  6(20.0) 20(26.3) 26(24.5)

3  8(26.7) 18(23.7) 26(24.5)

4  5(16.7) 12(15.8) 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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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
업성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특성 3
문항, 성취목표 척도, 학업성취도로 구성하였다. 

    

2.3.1 성취목표 척도

성취목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Elliot와 
Church(1997)[9]가 개발한 성취목표 척도를 번안한 것으
로, 박진옥(2006)[13], 윤아롬(2009)[14]의 연구에서 사용
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업에 대한 개인의 성취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세 가지 목표를 각각 6개 문항으로 측정
하여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박진옥(2006)[13]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Cronbach α)는 숙달목표 .67, 수행-접근목표 .82, 수행-
회피목표 .64이었고, 윤아롬(2009)[14]의 연구에서는 숙
달목표 .81, 수행-접근목표 .83, 수행-회피목표 .5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계수(Cronbach α)는 숙달목표 .83, 
수행접근목표 .81, 수행회피목표 .76 이었다. 

[표 2] 성취목표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척도 문항 번호 및 내용 신뢰도

숙달
목표

2 :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83

6 : 완전한 이해가 중요
8 : 폭넓고 깊은 지식
11 : 수업내용 이해 원함
12 : 내용이 어려워도 호기심 유발하는 수

업교재나 자료 원함
16 :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수업이 좋다

수행접
근목표 

1 : 다른 학생보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

.81

5 : 목표는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
7 :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10 : 수업에서 다른 학생보다 잘하는 것 

중요
13 : 성적을 잘 받아서 가족 등에 인정받

고 싶다
17 : 수업에서 뛰어나려고 노력

수행회
피목표

3 : 성적 저조에 대한 생각 자주함

.76

4 : 나쁜 학점에 대한 걱정
9 : 출석, 숙제, 시험은 나쁜성적을 받지 

않기 위해
14 : 성적이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15 : 내 질문에 영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까봐 두렵다.

18 : 성적평가 없었으면 좋겠다

2.3.2 학업성취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200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전
체 교과목 점수의 평점을 사용하였다.

2.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취목표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은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취목표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취목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 
투입방법은 단계선택(stepwise)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윈도우용 SPSS window version 15.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
업성취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3.1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 지향성

성별에 따라 성취목표가 변화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3가지의 성취목
표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숙달목표에서는 남학생이 20.20±5.69점, 여학생이 
22.12±3.57점이었으며, 수행접근목표에서는 남학생이 
17.17±4.64점, 여학생이 19.7±3.65점이었고, 수행회피목
표에서는  남학생이 17.93±5.43점, 여학생이19.99±4.27점
으로 나타나서 모든 성취목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숙달목표가 21.58

±4.34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숙달
남 20.20 5.69

4.34*여  22.12 3.57

계  21.58 4.34

수행접근
남  17.17 4.64

8.83**여 19.70 3.65

계  18.98 4.09

수행회피
남  17.93 5.43

4.25*여  19.99 4.27

계  19.41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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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중심 교육 접근을 위한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업성취의 관계 

2141

[표 5] 성취목표에 따른 학업성취도
B β t(p)

공선성진단
F(p) 수정된 R2  

TOL VIF

상수 2.289 4.179**

10.599** 0.155숙달 .099 .024 4.198** 0.885 1.13

수행 회피 -.070 .022 -3.202** 0.885 1.13

**p<.0

3.2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 지향성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숙달목
표와 수행회피목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 수행접근목표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
났다(p<.05). 수행접근목표에서 1학년이 20.57±3.16점으
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17.94±4,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수행회피목표
에서는 1학년이 20.86±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17.59±4.23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

[표 4]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 지향성
학년 평균 표준편차 F

숙달

1 21.32 3.21

1.045
2 20.58 3.02

3 22.23 6.26

4 22.65    4.6

합계 21.58 4.34

수행
접근

1 20.57 3.16

3.043*
2 18.31    2.9

3 18.08 5.51

4 17.94 4.23

합계 18.98 4.09

수행
회피

1 20.86 3.76

2.435
2 19.38 4.06

3 18.54 6.17

4 17.59 4.23

합계 19.41 4.69

* p<.05

3.3 성취목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회피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
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4.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와 학업성

취도에 대한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학습자중심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학습의 주도권이 교수에게 일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다. 둘째,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과
정을 결정하고 관심분야를 탐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하여 개별화 수업을 지향한다. 셋째, 학습목표, 학습
내용, 학습활동, 평가와 같은 활동을 학습자 스스로 선택
하고 주도하는 교육이다. 넷째, 학습자의 자율을 인정하
고 흥미를 고려하고 타인의 명령과 권위를 최소화하고 
학습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다. 다섯째, 학습활동 
계획과 전개,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적
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이다. 여섯째, 학교에서 배우
는 여러 형태의 학습경험들을 관련짓고 조화롭게 하여 
내용과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일곱째,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
덟째, 학습초기에는 부모와 교수에게 의존하다가 점차 교
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학습을 수
행해 나가는 인간의 자연적 심리 발달과정과 일치하며 
평생교육으로 이어진다[3, 15].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학
습동기가 감소하거나 부정적인 학습동기가 증가하는 경
향이 있다[16]. 성취목표지향성 중 온전히 긍정적인 것은 
숙달목표 지향성 뿐이고 수행회피는 부정적이며, 수행접
근은 긍정과 부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수행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성연(2008)
은 학부 학생들은 수행접근목표가 가장 높았고 숙달접근, 
수행회피, 숙달회피의 순으로 목표성향을 나타내었고,  성
인 학습자의 경우에서 숙달접근목표 지향성이 가장 높았
다고 하였다[18].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성취목표 
지향성은 성인 학습자와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과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행접근목표 지향
성이 의학과 1학년들보다 예과생들과 의학과 3학년들에
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숙달목표는 
감소되고, 수행목표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19]. 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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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3학년들에서 수행회피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행접근목표 지향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나서 다소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목표지향성적
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
으며, 수행회피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달목표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현 등
(2008)[20]의 연구에서 숙달접근목표가 높은 학생일수록 
해부학수업에 대해 흥미와 가치를 더 많이 느끼고 노력
을 더 많이 하였으며. 해부학 학습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
험에 대한 불안, 사체해부실습에서의 부정적 반응은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접근목표가 높은 학생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부학 수업에 대
한 긴장감이 높고 해부실습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더 많
이 한다고 하였다. 

복지사회와 노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의해, 최근 수년간에 보건인력은 급속한 팽창을 하게 되
었다. 그러나 급속한 인력의 양성은 교육과 인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중
심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장면을 통하여 학업성취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의 성취목표 및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이에 맞는 다양한 교
수법과 교재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와 학업성
취도에 대한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알게 되었다. 
첫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서 수행접근목표는 학

년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나서 학년이 올라갈
수록 부정적인 성취목표 지향성이 저하되고 있
었다. 

둘째,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회피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학업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숙달목표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서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
개 대학의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만 한정
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국내의 전체 작업치료
학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이론과 실습 상황에서 각각 다
른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론과 
실습수업 환경의 차이에 대한 후속연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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