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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해부학 학습의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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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 Attitudes towards Anatom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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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how medical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towards anatomy class influence perceived affect towards anatomy learning. 
  Methods: Participants were 124 medical students. Students' self-report measures were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ir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perceived value, interests, effort, tension, test anxiety, 
and negative dissection experience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es.
  Results: Students with high levels of mastery-approach goals displayed high interests, values, and 
efforts while they showed low levels of tension, test anxiety, and negative dissection experiences. In 
contrast, students with high mastery-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s showed high levels of tension 
and/or test anxiety. Students' performance-approach goal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high 
effort and high negative dissection experiences.
  Conclusion: These findings offe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natomy teaching and 
learning by suggesting that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vary in terms of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which may make differences in students'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a class.

Key Words: Anatomy, Goals, Medical students

Received: July 15, 2008   Accepted: August 19, 2008

Corresponding Author: Sun-Hwa Park

parksh@korea.ac.kr

*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23rd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in 

May, 2008.

서    론 

  해부학은 의학교육에서 요한 분야  하나이며, 

특히 사체 해부 실습은 의학 교육의 고유한 특성으

로 여겨져 왔다 (McLachlan & Patten, 2006). 의학교

육에서 차지하는 해부학의 비 과 요성 때문에 

국외의 의학교육 연구에서는 해부학 교수방법에 

한 연구나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서의 학생들의 경

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이들 국외 

선행 연구의 동향은 해부학 수업  학습에 활용되

는 교수방법에 한 연구 (Pereira et al., 2007;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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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mann, 2007)와 사체 해부에 한 학생들의 신체

, 정서  경험에 한 연구 (O'Carroll et al., 2002; 

Houwink et al., 2004)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해부학의 표 인 교수방법 의 하나인 사

체 해부라는 특수한 수업 경험 때문에 선행연구에

서는 의과 학생들이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서 어떠

한 신체 , 정서  반응을 보이며 어떠한 생각을 하

는지, 그 에서도 첫 사체 해부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 정  정서와 부정  정서, 도 감과 같

은 심리  반응은 어떠한 지에 해 심을 가져왔

다 (Finkelstein & Mathers, 1990; Dickinson et al., 

1997; O'Carroll et al., 2002). 그러나 이와 같은 해

부학 교육에 한 선행연구가 학생들이 해부학 수

업과 실습에 해 실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갖는

지에 해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부분의 연구는 상을 기술하는 수 이나 

공별 는 학년별 비교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즉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성향 변인이나 환경  

변인에 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편이다.

  학생들이 학습에 해 어떠한 정의  태도를 갖

는가는 학습의 효과와 연결되는 요한 요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흥미와 가치와 같은 수업에 

한 정 인 정서와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수업에 한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onnell & Wellborn, 1991; Miseran-

dino, 1996), 긴장감이나 시험불안과 같은 부정 인 

정서는 학생들의 학업성 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lliot & McGregor, 1999). 학

습에 한 정 인 정의  태도는 학습의 결과와 

한 련이 있다는 에서도 요하지만 학습 

과정 에 정 인 심리  경험을 하는 것, 그 자

체 한 교육자들이 심을 가져야만 할 요한 부

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수업에 한 정의  태도의 

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의  태도에 향을 

주는 선행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 동

향에 의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해 어떠한 성취목

표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수업에서 경험하는 정의  

태도와 학업수행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rackiewicz et al., 2002; Wolters, 2004; Cury et 

al., 2006; Hyun et al., 2006). 성취목표 (achievement 

goals)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할 때 추구하는 목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왜 그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지에 한 이유와 그 학습활동에서 성

취하고자 하는 결과를 말한다 (Maehr, 1989; Ames, 

1992). Elliot과 McGregor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 근목표 (mastery-avoidance 

goals), 숙달-회피목표 (mastery-avoidance goals), 수

행- 근목표 (performance-approach goals), 수행-회

피목표 (performance-avoidance goals)의 4가지 차원

으로 구분된다. 숙달- 근목표는 과제의 숙달을 통

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을 두는 성취목

표지향성이며, 숙달-회피목표는 과제를 완벽하게 숙

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 인 결과 ( : 배

운 것을 잊음, 실수를 범함)를 피하려는 동기성향이

다. 한편 수행- 근목표는 성취 행동에서 다른 학생

들보다 상 으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심이 있는 성취목표이며, 수행-회피목

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려는 것이다. 

  성취목표이론에 기 한 선행연구들 (Elliot & 

Church, 1997; Elliot & McGregor, 1999; 2001)에 의

하면 숙달- 근목표는 심층 인 정보처리, 흥미, 노

력과 같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결과변인과 정 인 

상 을 보이는 반면, 시험불안, 염려와 같은 부정

인 결과변인과는 부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응 인 학습동기성향임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수행-회피목표는 피상  학습, 시험불안, 염려와 같

은 부정 인 정의  태도 변인과 계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행- 근목표와 숙달-회피목

표는 정 인 결과변인뿐만 아니라 부정 인 변인

들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 인 양상

을 나타냈다. 

  의학교육과정에서 해부학은 학  비 이 높고 의

학공부에 요한 기반이 되는 기 과목이라는 실제

, 심리  요성에도 불구하고 의과 학생들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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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 수업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 지와 이러

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정의  태도에 향을 미

치는 개인 특성 변인에 해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탐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연

구자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한 정의  태도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진 성취목표지향성을 

해부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동기 성향 변인

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의 성취목표에 따라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 한 정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를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상정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과 학생들이 해부학 수업에서 추

구하는 성취목표는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서의 정의

 태도 변인들과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과 학생들이 해부학 수업에서 지

향하는 숙달- 근, 숙달-회피, 수행- 근, 수행-회피

목표가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서의 정의  태도 변

인들에 미치는 독립 인 효과는 어떠한가?

상  방법 

1. 연구 상

  연구의 상은 고려 학교 의과 학에 재학 이

며 2008년 1학기에 해부학을 수강한 의학과 1학년 

학생 145명이었다. 이  설문조사에 동의한 124명

의 학생의 응답이 최종 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남학생은 86명 (69%), 여학생은 38명 (31%)이었다.

2. 차

  설문조사는 해부학 수업의 가장 처음 부분인 

‘상․하지’ 주제의 수업이 5주간 진행 된 후, 해당 

주제가 종료되는 시 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측정도구

  해부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동기성향을 측

정하기 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와 해부학 수업

에 한 정의  태도를 측정하기 한 수업과 실습

에서 경험하는 흥미, 가치, 긴장감, 시험불안, 사체

해부 실습에서의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

으며 학생들에게 각 문항을 1 (  아니다)에서 

7 (매우 그 다)의 7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 다. 

1) 성취목표지향성

  해부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해 Elliot과 McGregor (2001)가 개발한 

성취목표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숙달- 근목

표, 숙달-회피목표, 수행- 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로 번안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바 있다 (Ha, 

2006; Kim et al., 2006; Yang & Oh, 2006). 본 연구

에서 숙달- 근목표 (Cronbach α=.81), 숙달-회피목

표 (Cronbach α=.79), 수행- 근목표 (Cronbach α

=.80)의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수행-회

피목표는 내 합치도가 .67로 낮아 다른 2문항과 상

으로 상 이 낮은 한 문항 (‘나는 잘 하지 못하

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 공부한다)을 제외한 2

문항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Cronbach α=.77).

2) 수업에 한 정의  태도

  학생들의 해부학 수업에 한 정의  태도를 측

정하기 하여 내 동기검사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Deci et al, 1994)의 하  척도인 흥미, 노

력, 긴장,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 으며, 학

생들의 시험에 한 염려와 불안을 측정하기 해 4

문항의 시험불안척도 (Liebert & Morris, 1967)를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 합치도는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4문

항, Cronbach α=.85; 노력: 2문항, Cronbach α

=.90; 가치: 6문항, Cronbach α=.90; 긴장감: 4

문항, Cronbach α=.76, 시험불안: 4문항, Cron-

bach α=.90).

3) 해부학 실습 경험

  학생들의 해부학 실습에 한 경험의 정도를 측

정하기 해 Houwink et al. (2004)이 사용한 5문항

( : ‘나는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스트 스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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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t-values for Study Variables

　

　Variable

　

Gender　 　

Male (n=81) Female (n=36)  Total (n=117)
　t

Mean (SD) Mean (SD) Mean (S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5.31

4.58

5.19

4.62

(1.05)

(1.21)

(1.10)

(1.57)

5.47

5.20

5.15

4.82

(1.04)

 (.99)

(1.08)

(1.15)

5.36

4.77

5.17

4.68

(1.05)

(1.18)

(1.09)

(1.45)

 

  －.779

－2.731a)

    .169

 －.671

  Affective attitudes

Effort

Value

Interests

Tension

Test anxiety

Dissection experience

4.96

5.98

4.87

4.37

5.02

3.17

 (.99)

 (.72)

(1.04)

(1.19)

(1.40)

 (.92)

5.13

6.07

4.83

4.60

5.33

3.76

(1.00)

 (.62)

 (.95)

 (.92)

(1.21)

 (.92)

5.01

6.00

4.85

4.44

5.11

3.35

 (.99)

 (.69)

(1.01)

(1.12)

(1.35)

 (.95)

 

  －.814

 －.656

   .202

－1.026

－1.151

－3.204*

a)p<.01.

받았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이 5문항의 내 합치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Cron-

bach α=.72).

4. 자료 분석

  주요 종속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

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학생들의 성취목

표지향성과 결과변인과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고, 4가지 성취목표지향성이 

각 정의  태도 변인에 미치는 상 인 효과와 독

립 인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자료 분석을 해서는 SPSS WIN 12.0을 

사용하 다. 

결    과 

1. 비분석

  주요 종속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Table 1). 우선 Levene의 등분산 가정을 검정한 결

과, 수행-회피목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성별 

간 분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등분산성을 충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s ranges from .05 to 

3.65, n.s.).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해부학 수업에 

한 숙달-회피목표와 해부실습 경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숙달-회피목표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t(115)=－2.731, p<.01), 사체해부 실습 경

험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부정 인 경

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t(115)=－3.204, 

p<.01). 성별 간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은 수행-회

피목표는 Welch-Aspin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수행-

회피목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89.855)=.754, n.s.). 

2. 성취목표와 수업에 한 정의  태도의 계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수업과 실습에 한 

정의  태도 변인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2). 그 결과 학생들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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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Matrix for Students' Achievement Goals and Major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Mastery

-approach

 goal

Mastery

-avoidance 

goal

Performance

-approach

goal

Performance

-avoidance 

goal

Effort

Value

Interests

Tension

Test anxiety

Dissection experience

  .32
b)

  .39b)

  .54b)

－.10

－.11

－.17

.19a)

.22a)

.18

.26b)

.30b)

.08

.34b)

.02

.07

.23a)

.19a)

.26b)

－.06

  .08

－.12

  .26b)

  .46b)

  .14

a)p<.05, b)p<.01.

부학 수업에 해 숙달- 근목표를 지향할수록 흥

미, 가치, 노력과 같은 정 인 정의  태도가 높은 

반면 (rs=.32～.54, p<.01), 긴장감과 시험불안과 같

은 부정 인 정서와는 상 이 유의하지 않았다. 숙

달-회피 목표는 노력과 가치와 같은 정 인 태도

뿐만 아니라 시험불안과 긴장감과 같은 부정 인 

태도와도 유의한 정  상 을 보여 숙달- 근목표

와는 다른 양상을 보 다 (rs=.19～.30, p<.05). 수행

- 근 목표는 노력, 긴장감, 시험불안과 유의한 정  

상 이 있었으며 (rs=.19～.34, p<.05) 다른 정의  

변인과는 유의한 상 이 없었다. 수행-회피목표는 

시험불안과 긴장감과 같은 부정  정서와의 정  

상 이 유의하여 (rs=.26～.46, p<.01) 수행-회피목

표가 높을수록 시험불안과 긴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체 해부 실습에 한 경험을 부정 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수행- 근목표와 유의한 정  상

이 있었으며 (r=.26, p<.01), 다른 성취목표 지향

성과는 상 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수행-

근목표를 지향할수록 해부실습 경험을 더 부정

으로 지각하 다. 

3. 성취목표지향성의 독립 인 효과 

  해부학에 한 성취목표지향성간의 상 을 분석

한 결과, 숙달- 근목표와 숙달-회피목표의 정  상

이 통계 으로 유의하 고 (r=.51, p<.001), 숙달-

근목표와 수행- 근목표의 정  상 도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r=.24, p<.001). 따라서 각 성취목표

가 해부학 수업에 한 정의  태도에 미치는 독립

인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숙달- 근목표, 숙달-

회피목표, 수행- 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4가지 

성취목표지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Table 3).

  4가지 성취목표지향성으로 해부학에 한 정의  

태도 변인을 측정하는 모형은 모두 통계 으로 유

의하 으며 성취목표지향성이 정의  태도 변인들

의 총변화량을 18%에서 31%까지 설명하 다 (Fs= 

4.628～12.803, p<.01). 단순상 분석 결과에서는 

숙달- 근 목표, 숙달-회피 목표, 수행- 근목표가 

수업에 한 정의  태도의 정 인 측면인 노력, 

가치 는 흥미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었으

나 다른 성취목표지향성의 효과를 통제하 을 때는 

숙달-회피목표와 노력의 계는 더 이상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β=－.022, ns), 가치에 해

서는 숙달- 근목표의 효과만이 유의하 다 (β

=.446, p<.001). 

  정의  태도의 부정 인 측면에 한 성취목표지

향성의 효과는 단순상 분석에서는 숙달- 근목표

와 긴장  시험불안과의 계가 유의하지 않았으

나 다른 성취목표지향성의 효과를 통제하 을 때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숙달- 근목표 지향

성이 높을수록 수업에 한 긴장감이나 시험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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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Examining the Effects of Students' Achievement Goals on 

Major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R2 b SE β t

Effort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175
b)

  .243

－.018

  .259

－.017

.100

.089

.082

.062

 

  .256

－.022

  .284

－.025

  2.429a)

－.207

  3.141b)

－.269

Value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182b)

  .292

－.005

－.061

  .078

.069

.061

.057

.043

  .446

－.009

－.097

  .165

  4.245
b)

－.088

－1.076

  1.819

Interests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311
c)

  .602

－.115

－.038

  .012

.093

.083

.076

.058

  .624

－.134

－.041

  .017

  6.477c)

－1.384

－.493

－.209

Tension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199
c)

－.313

  .318

  .195

  .111

.111

.099

.091

.069

－.293

  .336

  .190

  .145

－2.823b)

  3.221b)

  2.135a)

  1.610

Test anxiety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314c)

－.320

  .376

  .160

  .333

.124

.111

.102

.077

－.248

  .328

  .129

  .358

－2.578a)

  3.394b)

  1.564

  4.306c)

Dissection experience

Step1

  Gender

Step2

  Mastery-approach goal

  Mastery-avoidance goal

  Performance-approach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082
b)

.223c)

  .588

－.260

  .042

  .273

  .029

.184

.094

.086

.077

.058

  .286

－.286

  .051

  .312

  .044

  3.204
b)

－2.779b)

   .483

  3.532b)

   .490

a)p<.05, b)p<.01, c)p<.00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β=－.293, p<.01; β=－.248, 

p<.05). 

  앞서 사체해부 실습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해부실습에 한 경

험에 해서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

히 성취목표의 효과가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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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별 변인을 단계 1에 투입한 후 성취목표지향

성을 단계 2에 투입하는 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단순상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정  상 을 보 던 수행- 근 목표의 효과는 여

히 유의하 으며 (β=.312, p<.01), 부  상 을 보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던 숙달- 근목표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β=-.286, p<.01). 이는 다른 

성취목표지향성의 효과를 통제하 을 때 숙달- 근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사체해부실습 시의 부정

인 정서나 반응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찰

  이 연구는 의과 학생들의 해부학 수업에 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 한 정의

 태도의 계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의 결과, 숙달- 근목표가 높은 학생일수록 해부학 

수업에 해 흥미와 가치를 더 많이 느끼고 노력을 

더 많이 하 으며, 해부학 학습에 한 긴장감이나 

시험에 한 불안, 사체해부실습에서의 부정  반응

은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근목표가 

높은 학생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부학 수업에 한 긴장감이 높고 해부실습에서의 

부정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달-회피목표가 높은 학생은 해부학 수업에 한 

긴장감과 시험불안이 높았으며 수행-회피목표가 높

은 학생은 해부학 시험에 한 불안이 높았다. 이 

두가지 회피 지향의 성취목표는 흥미, 노력, 가치와 

같은 정 인 정의  태도 변인과는 계가 없었

다.

  이는 성취목표이론에 기 한 선행연구들 (Elliot 

& Church, 1997; Elliot & McGregor, 1999, 2001; 

Hyun et al., 2006)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결과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숙달- 근목표를 추구할수록 학

습에 한 정 인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부정

인 경험은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회피

목표나 숙달-회피목표와 같은 회피 지향의 성취목

표를 추구할수록 부정 인 학습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나

타난 숙달- 근목표의 유용성과 회피지향 목표의 

부정 인 향이 의과 학생들의 해부학 학습에서

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성취목표에 따라 해부

학 수업에서의 심리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제안한다. 물리 으로는 동일한 학습 환경에 있

다고 할지라도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이 어떠한 성

취목표를 추구하는지가 수업에 한 정의  경험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은 요한 교육  의미를 가

진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개인성향으로서의 성취목

표를 주요변인으로 상정하 으나 기존의 실험 연구

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떠한 성취목

표가 강조되는 상황인가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  

경험이나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었다 (Elliot & 

Harackiewicz, 1996; Elliot et al., 2005). 한 교수자

가 어떠한 성취목표를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목표, 심리  경험과 학업성

취에 다른 향을 주었다 (Wolters, 2004). 이는 학생 

개개인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는 그들이 처한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특

히 평가나 사회  비교가 강조되는 경쟁 인 학습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  수행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행-회피목표는 학생들의 학습 경

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Ames, 1992; Wolters, 2004)는 교육장면에서 

심을 가져야할 요한 부분이다. 해부학 수업과 

같이 학습내용의 방 한 범 와 분량, 그리고 난이

도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 인 부담감이 상

으로 큰 과목에서는 숙달- 근목표보다는 성과 

자체에 을 두는 수행목표가 부각될 수 있다. 

한 의과 학의 특성상 유 을 피하기 한 수행-회

피목표도 높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

이 학기 에 시험을 거듭하게 될수록 만족스럽지 

못한 성 을 받은 학생들은 수행-회피목표가 높아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

을 주는 시험불안이 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좋지 않

은 학업성 이라는 실패 경험을 피하고자 동기화 

되어 있는 수행-회피목표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해

부학 학습의 요성이나 가치에 해 심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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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하고 앞으로의 다른 의학공부나 실제 진료와

의 련성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으로써 학습 

과정을 통해 해부학 내용에 해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학습하는 데 을 두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학업 수나 상 인 비교를 강조하

는 환경보다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련된 기

술을 잘 습득할 것을 강조하는 학습 환경의 조성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  더욱 바람직한 성취목표를 

지향하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 인 

학습경험은 낮추고 정 인 학습경험은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 으로 

의과 학생들이 해부학 수업과 실습에서 경험하는 

정의  태도에만 을 두었다. 그러나 추후 연구

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습의 효과성을 나타내

는 요한 지표인 실제 학업성취와 학업 성취의 

요한 언 변인이 되는 학업에 한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수업에 한 성취목표가 

정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연구와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결과는 횡

단 (cross-sectional)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성취목표와 정의  태도의 계의 방향을 단

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성취목표의 차원을 실험

으로 조작하거나 선행변인인 성취목표와 결과변인

인 정의  태도의 측정시기에 간격을 두어 성취목

표지향성이 상정한 결과변인의 요한 언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 학기 

에 수업에 한 성취목표를 반복 으로 측정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시험결과에 따른 성취목표의 변화

와 이로 인한 정의  태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결과의 일반화를 해 해부학을 수강하는 

다른 의과 학생들과 의과 학의 다른 수업을 상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연구의 결과가 

성취목표이론이 제안하는 결과를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 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으며, 해부학뿐만 아니라 의과 학의 다른 

교육과정의 다양한 학습장면에서도 학생들의 성취

목표지향성이 수업에 한 정의  태도에 요한 

언변인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인 

성향이외에도 해부학 수업의 어떠한 측면들이 학생

들로 하여  정 인 학습태도를 증진시키는 응

인 성취목표를 추구하게 하는지 아니면 부정 인 

학습경험과 련이 있는 비 응 인 성취목표를 지

향하게 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

습동기가 학습에 한 반 인 태도나 학업성취를 

변화시키는 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의과 학생

들의 학습동기를 변화시키는 교수자의 태도나 교수

방법, 더 나아가 학습환경과 개인성향으로서의 성취

목표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

진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정 인 학

습경험을 증진시키는데 실제 인 기여를 할 수 있

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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