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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 실패 상황에서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실패 전

연습기회의 제시 여부에 따라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손상화와 과

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3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9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숙달

목표 제시 여부(숙달목표 제시 집단, 통제 집단)와 실패 전 연습 여부(연

습기회 부여 집단, 연습기회 미부여 집단)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4개 집

단에 무선 할당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등학생들의 실제 학업

상황과 유관한 서술형 국어문제를 실험과제로 선정하여 실패 상황을 조

작한 후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 여부가 자기

손상화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학

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 과제 수행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 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

여 조건부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각 실험집단 별로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과 자기손상화 및 과제 수행 간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실패 전 연습 여부에 의한 삼원상호작용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

공하지 않은 경우 숙달목표가 제시되었을 때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

을수록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 통

제집단에서는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과제로 활용한 서술형 국어문제의 특성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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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이와 비슷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험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실제 학업 맥락과 유관한 과제에서

실패를 경험한 경우 숙달목표가 강조되었을 때 자기손상화와 같은 부적

응적 행동을 높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천

적인 노력과 숙달을 강조하는 숙달목표지향은 일반적으로 자기손상화를

낮추고 과제 수행을 위한 동기를 높이는 등의 적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의 수준을 고려할 경우 숙달목표가 자기손상화와 맺는 관계가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

들은 숙달목표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과제의 숙달 그 자체보다 그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며, 연습

과 같은 노력을 통해 과제의 숙달을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손상화와 같은 부적응적 행

동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공한 경우 목표 통제 집단에서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 전략의 부적 관계가 유의하였으나, 숙달

목표가 제시된 집단에서는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 전략 간

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예상과는 달리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졌

을 때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의 관계를 숙달목표 처치가 완

화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

다.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공한 경우 연습의 회피를 통해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마련할 여지가 없으므로, 높은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과제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와 같은 다른 방식의 자기가치

보호 전략을 사용했을 수 있다. 이미 같은 과제에서 연습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학습자들은 더 이상 실패의 원인을 연습의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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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릴 수 없으므로, 연습의 회피보다 자기가치를 보호하는데 유효한

다른 인지 전략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숙달목

표 제시 여부와 연습 여부에 따른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

나,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른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였을 때, 숙달목표 제시 집단과

목표 통제집단 모두에서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과제 수행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숙달목표 제시 집단에서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실

패를 경험한 경우 숙달목표를 제시하여 실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도록 하

는 처치가 높은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학습자에게 심리적 부담으

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자기가치 수반성과 같은 개인 수준 변인과 실패 전 연습 여

부 등의 상황 변인에 의해 숙달목표의 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패를 경험한

학습자에게 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습자가 가진 자기 가치에 대한 염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의를 지닌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로부터 발

생하는 부적응적 행동을 막기 위해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 자체를

낮추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숙달목표, 연습 여부, 행

동적 자기손상화

학 번: 2017-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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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들은 학업 상황에서 여러 평가 상황에 직면하며 그 과정에서 때

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학습의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당

연한 일이지만, 실패 경험들은 때때로 학습자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Alicke & Sedikides, 2009; Dijkstra, Kuyper,

van der Werf, Buunk, & van der Zee, 2008). 특히 입시와 같은 가시적

인 학업 성취가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학업 상황에서(조경진, 김은정,

2009),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학업에서 실패하였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의 하락을 경험하기 쉽다. 학습의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

므로, 학습자들이 학업 실패를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들

이 가진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

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Alicke와 Sedikides(2009)

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자기가치를 가지기 위해 긍정적 경험을 좇고

부정적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자기향상 동기(self-enhancement

motive)와 자기보호 동기(self-protection motive)로 설명하면서, 높은 수

준의 자기가치를 담보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발생한 두 가지 동기가 사

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높은

수준의 자기가치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는 학업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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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vington(1992)이 제안한 자기가치이론에서는 학업 상황에서 학습

자들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본다. Covington은 Atkinson(1957)

이 성취동기이론에서 학습자가 가진 특질적인 동기 특성으로 제시한 성

공접근 동기와 실패회피 동기의 두 가지 개념을 가져오면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동기의 높낮이에 따라 학업 상황에서 각기 다른 양

상의 동기와 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Covington, 1992; 2009). 이 이

론에 따르면, 성공접근 동기가 낮고 실패회피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실

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쉽게 과제를 포기하고 변명거리를 찾는 등의 모

습을 보이는 반면, 성공접근 동기가 높고 실패회피 동기가 낮은 학습자

는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을 오래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Covington, 2009; Elliot & Church,

2003; Martin & Marsh, 2003).

이렇듯 자기가치를 높게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

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폭넓게 받아들여짐에 따라, 학업 성취

나 심리적 안녕감, 사회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적응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주목을 받아왔다

(Heppner & Kernis, 2011). 실제로 1990년대 이전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Myers & Diener, 1995) 우울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등(Tennen &

Herzberger, 1987)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경험 연구들이 보고됨에 따라, 높은 자아존중감이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Crocker & Wolfe, 2001; Ker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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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일례로 Baumeister와 동료들(2003)은 높은 자아존중감의 이점이

감정적 측면이나 심리적 안녕감 등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한편으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이나 나르시시즘

(narcissism), 일탈 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실제 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예측력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

에 대해 일견의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의 수준만이 아닌 다른 측면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Crocker & Wolfe, 2001; Crocker, 2002;.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Kernis, Abend, Goldman,

Shriza, Paradise, & Hampton, 2005). Kernis(2003)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안정적인(secure) 자아존중감’과 ‘취약한(fragile)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

면서 자아존중감의 취약성 이론(self-esteem vulnerability)을 제안하였

다. 이 이론에서 취약한 자아존중감은 외부 단서나 상황으로부터 큰 영

향을 받는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취약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피

드백이나 평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과 같이 자기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에서 자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에 반해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치에 위협을 주는

단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 취약성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자기가치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이다(Crocker &

Wolfe, 2001; Kernis, 2003). 자기가치 수반성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rocker & Wolfe, 2001; Heppner & Kern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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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is, 2003). 자기가치 수반성 개념을 제시한 Crocker와 Wolfe(2001)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가치의 근거를 두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 자기 가치의 근거를 두는 정도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 상황에

서의 실패가 그리 큰 타격이 되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학업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정보가 자기가치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Crocker와 Wolfe(2001)의 설명 방식을 빌리자면 후자의 경우가

자기가치가 학업 영역에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듯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해당 영역에서 부정적 피드백

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기가치

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와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Crocker

& Knight, 2005; Ferris, Brown, Lian, & Keeping, 2009).

한편으로 자기가치 수반성은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기

능을 할 수 있다(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가

치가 수반된 영역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치 수반성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급격히 하락하

는 취약한 성격을 지닌다(Crocker, Moeller, & Burson, 2010). 예컨대 자

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없거나 실패를 경

험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해당 영

역에서의 실패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게 활성화되며 이러한 동기는 실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적응

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

자들은 과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감에 치중함으로써 수행 결과와 같

은 상황 요인에 취약하며,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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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실패가 예상될 때 심리적,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Crocker & Park, 2004). 일례로 대학원 과정에 지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rocker와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는 학업 영

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원 불합격 통보를 받았

을 때 상태 자존감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학업적인 자기가

치 수반성이 낮은 학생들에게서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r, Sommers, & Luhtanen, 2002). 이 외에도 많

은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가치 수반성이 해당 영역에서의 수행 결과

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을 높임으로써 자존감의 불안정성과 불안을 초래

하고(Heppner & Kernis, 2011),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발하며(Crocker et al.,

2010), 과제가치를 폄하하는 등(Zeigler-Hill et al., 2013) 부적응적인 행

동 양상을 예측함을 보고하고 있다.

학업 상황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기손상화 전략이 있다(Crocker, 2006;

Crocker et al., 2006; Niiya, Brook, & Crocker, 2010). 자기손상화

(self-handicapping)란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명거리를 만드는 행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Jones & Berglas, 1978), 실패로 인해 자아존중감

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기가치 보호동기 전략의 일종에 해당한다

(Covington, 1992; Crocker, Moeller, & Burson, 2010; Elliot & Church,

2003). 자기손상화 연구들에서는 자기손상화가 그 행동 양상에 따라 언

어적 자기손상화와 행동적 자기손상화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한다(Leary

& Shepperd, 1986; Schwinger, Wirthwein, Lemmer, & Steinmayr,

2014). 단순히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언어적 자기손상화와는

달리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시험 직전 음주를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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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지 않는 등 실제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행동

적 자기손상화는 언어적 자기손상화에 비해 실제 학업 성취나 동기에 보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가치 보호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자기손상화 등의 부적응적 행동

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동기 변인에는 성취목표지향이

있다. 성취목표지향이란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하는 목표와 이유가 무엇

인지에 대한 것으로, 크게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뉠 수 있다(Ames, 1992; Dweck & Legget, 1988; Fryer & Elliot, 2012).

성취목표지향과 후속 행동의 관계를 다룬 일련의 연구들은 수행목표에

비해 숙달목표가 보다 적응적인 결과와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

구들은 수행목표지향이 학업적 자기손상화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반

면(Urdan & Midgley, 2001), 숙달목표지향은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Schwinger &

Stienmeier-Pelster, 2011). 수행목표지향을 가진 학습자들은 타인과의 비

교로부터 나타나는 자신의 유능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들에게 낮

은 수행 결과는 곧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은 낮은 수행 결과와 자신의 능력 간의 관련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 학습

자가 숙달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학습자 자신의 숙달을 강조하는 학습 상

황에서는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용이 스스로의 숙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기손상화를 적게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렇듯 숙달목표지향이 자기손상화를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

주목하여,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 전략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조절 변인으로서 숙달목표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숙달목표지향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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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지 탐색한 Niiya와 동료들

(2004)의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실체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에 비해 증

가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이 실패 상황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영

향을 더 적게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의 관계를 숙달목표가 강화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Niiya와 Crocker(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숙달목표지향을 높게 가질수록 낮은 성

적을 받았을 때 상태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렇듯 성취목표지향과 자기손상화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을 고려한 연구들 중 일부는 숙달목표지향이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rocker et al., 2011; Niiya & Crocker, 2008; Niiya, Brook, & Crocker,

2010). 이는 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라 하더라도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

을 경우 상황 맥락에 따라 자기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 취약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숙달목표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높

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Crocker와 동료들

(2011)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학

습자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유능함에 대한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경우 노력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보다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성취목표지향과 자기손상화 전략 사용의

관계는 학습자가 가진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자기가치 수반성이 위협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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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구인임을 감안했을 때, 성취목표지향이 자기손상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주어지는 과제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 있

다. 예컨대 숙달목표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Niiya와 동료들(2004)의 연

구에서는 원격연합력 과제나 애너그램 과제와 같이 실제 학업 맥락과 무

관한 과제를 통해 실패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데 반해, 숙달목표의 부정

적 영향을 보고한 Niiya와 Crocker(2008)는 대학생들의 실제 학업 맥락

과 유관한 에세이 과제를 통해 실패 상황을 조작하였다. 두 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자가 사전에 해당 과제의 숙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

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실험 상황에서 처음 마주한 수행 과제

에 대해서는 실패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연습기회의 부족

으로 돌릴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평소 숙달기회가 주어졌던 과제를

통해 실패상황을 조작할 경우 실패의 원인을 연습기회 부족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자신의 학업적 유능함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의 관계에 숙달목표가 미

치는 영향은 학습자가 해당 과제를 숙달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패 상황에서 학습자가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인 자기손상화 전략을 중심으로,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가 자

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관계가 실패를 경험하

기 전 연습기회의 제시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와 더불어,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연습 여부가 단기적

인 실패 상황에서 실제 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학업 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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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자기손상화와 학업 수행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자기가치

수반성과 학업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메타분석을 통

해 자기손상화와 학업 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Schwinger와 동료들

(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손상화가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높은 수

준의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은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자기손상화와 마찬가지로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과제 수행 간의

관계가 숙달목표, 실패 전 연습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가치 수

반성과 같은 개인 수준 변인에 의해 숙달목표의 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숙

달목표가 적응적인 측면과 관련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치 수반성을 개인 수준 변인으로 고려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숙달

목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숙달목표가 강조되는

상황 안에서도 학습자가 가진 개인차에 따라 숙달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숙달목표가 심리

적, 행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자기가치 수반성과 같은 개

인 수준 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급의 목표구조를 형성하고자 하

는 교사들에게 실천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숙달목표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여전히 숙달을 통해 자기가치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기존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

라고 보고된 숙달목표가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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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패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숙달목표를 강조하는 피드백만으로 학습

자의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학급 내 목표구조를 형성함에 있어 학습자가 가진 개인차를 고

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숙달목표를 강조하기에 앞서 학습자가 가진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 자체를 낮추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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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 실패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기회 제시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숙달목표가 제시

될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높아

질 것이다.

연구가설 1-2.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숙달목표

가 제시될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손상화

가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학업 실패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에 따라 과제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가설 2-1.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숙달목표가 제시

될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이 낮아질 것이

다.

연구가설 2-2.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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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될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이 높아

질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Ⅰ-1]과 같다.

3. 주요 용어의 정의

가. 학업 실패

학업 실패(academic failure)란 학업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종백, 2010). 본 연구에서 학업 실패는 자신이 목표로

한 기준치에 비하여 낮은 수행을 얻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림 Ⅰ-1] 연구모형



- 13 -

나.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가치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 worth)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 worth)은 학업 영역에

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다. 숙달목표 제시 여부

숙달목표 제시 여부는 학습자 본인이 가진 실력의 향상을 과제의 목표

로 제시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지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라, 숙달목표 제시 유형을 과제의 목표가 참조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제시되

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라. 연습 여부

연습 여부란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보다 높은 수행을 나타내는데 도

움이 되는 연습시간이 주어졌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습

여부는 수행에 대한 실패 피드백이 주어지기 전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

는 연습시간이 주어졌는지의 여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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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동적 자기손상화

행동적 자기손상화(behavioral self-handicapping)란 자신의 가치감을

높이거나 보호하기 위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Jones & Berglas, 1978; Schwinger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자기손

상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예: Elliot, Cury, Fryer, & Huguet, 2006)에 따

라 최종 과제를 수행하기 전 희망하는 연습시간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최종 과제 수행 전 희망 연습시간이 적을수록 행동적 자기손상

화를 높게 보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행

동적 자기손상화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동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행위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희망 연습시

간을 보고하기에 앞서, 연습시간이 적으면 수행 결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피험자에게 강조하였다.

바. 과제 수행

과제 수행(task performance)이란 주어진 과제에서 나타낸 성취 정도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은 최종 과제에서 획득한 점수로 정의하

였다.



- 15 -

II. 이론적 배경

1. 자기가치 수반성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교육학, 심리학 연구에서 오랜 기간 관심을

받아온 개념이다(Baumeister et al., 2003; Leary, 2005; Zeigler-Hill,

20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가치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 결과로 정의

되며(Branden, 1969; Coopersmith, 1967; James, 1890; Mruk, 2006;

Rosenberg, 1979), 학자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자기가치(self-worth) 혹은

자기존중(self-respect)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김민정, 2016).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

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처음

으로 제안한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구성요소적 접근

(componenti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Crocker, & Wolfe, 2001; James,

1890).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성요소적 접근에서는 개인이 학업, 대인관

계, 외모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총합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James(1890)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

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공과 실패의 비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형성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

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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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자아존중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택적인(selective) 속성에 주목

하였다. 특정 영역에 대해 개인이 지각한 중요도에 따라 그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James(1890)의 견해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서로 다른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총합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을 비교적 안정적이고 단일한 차원의 구인

(unidimensional construct)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학자로는 Rosenberg(1979)가 대표적이다.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

을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그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반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 만

족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잘 할 수 있

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는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Rosenberg, 1979). 위에서 제시한 문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

펴보면, 문항들은 대체로 특정 영역을 가정하지 않은 채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가치감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

이 존재한다(Mruk, 2006; Tafarodi, & Swan, 2001). Tafarodi와

Swan(2001)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유능성(self-competence)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선호(self-liking)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을 제

시하였다. 그들은 유능성에 대한 평가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가 서로 구별되는 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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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Liking/Self-Competence Scale의 개정판(SLCS-R)을 사용하여

1,3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을 단일 요인으로 가정하는 모형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2개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 적합도 측면에

서 보다 우수함을 밝혀냄으로써 자아존중감의 2요인 모형을 지지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ruk(2006) 또한 자아존중감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Mruk(2006)는 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유형을 유능

성(competence)로서의 자아존중감과 가치감(worthiness)으로서의 자아존

중감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가치로움에 대

한 평가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이 유능함에 대한 판단과 가치감에 대한 판단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최근의 입장은 자아존중감을 단일한 구인으로 바라본

Rosenberg(1979)의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민정, 2016).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구인의 요인 구조, 그리고 자

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근거가 영역 특수적인지 혹은 일반적인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아존중

감을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했던 Rosenberg(1979) 또한

이후에 이르러서는 자아존중감의 영역 특수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자아존중감이라는 구인 안에도 여러

가지의 차원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영역도 다양할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Rosenberg와 동료들(1995)은 자아존중감에 위

협이 되는 단서가 나타났을 때 그 위협 단서가 터한 영역의 가치를 폄하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

에 주목하고,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과 영역 특수적인



- 18 -

자아존중감(specific self-esteem)은 구분되는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이들

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관련이 있는 반면 영역 특수적인 자아존중감은 수행 혹은 수행에 따른

결과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전반적인 자

아존중감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수행 간의 관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영역 특수적인 자아존중감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Rosenberg와 동료들(1995)의 입장은 자아

존중감이 단일한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자아존중감의 영역 특수성과 더불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아존중

감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trait)인지, 혹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태

(state)인지에 대한 논쟁이다(Brown & Marshall, 2006). 자아존중감 연

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의 가변성에 따라 특질 자아존중감(trait

self-esteem)과 상태 자아존중감(state self-esteem)이 구분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김민정, 2016; Brown & Marshall, 2006). 특질 자아존

중감은 시간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존중

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으로 불

리기도 한다. 이러한 특질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같은 구인

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상태 자아존중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변

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feelings of

self-worth)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평가받는 상황

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 또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자아존중감이 상태 자아존중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태

자아존중감은 특질 자아존중감과는 달리 상황에 민감한 정서적인 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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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된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로서의 자아존

중감과 단서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로서의 자아존중감이라는 두 가지 측

면을 모두 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차원적 접근의 한계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한 많은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

의 만족도가 높았고(Myers & Diener, 1995),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낮았

으며(유병기, 2010), 보다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하였다(Tennen &

Herzberger, 1987).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여러 측면에서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에 힘입어,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업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적인 측면들을 낮

추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생겨났다(Heppner, & Kernis, 2011).

그러나 많은 경험 연구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때로는 심리적 결과 변

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게 된다

(Baumeister & Vohs, 2018; Baumeister et al., 2003; Crocker, & Wolfe,

2001). Baumeister와 동료들(2003)은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원만한 대

인관계,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일련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만족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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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집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행복감을 보고하였다는 점

을 제시하였다(Baumeister et al., 2003). 그러나 그와 동시에,

Baumeister와 동료들(2003)은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이점이 감정적 측면

이나 심리적 안녕감 등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학업

성취나 폭력성과 같은 실제 행동적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주장에는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

중감을 높임으로써 부적응적이거나 일탈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자아존중감과 학업 성

취의 관계에 있어, Schunk와 동료들(2008) 또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이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이들

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에서의 성공 경험에 의한 결과일 가능

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달

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도리어 실제 성취 수준과 무관하

게 주어지는 칭찬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업 자체가 아닌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이렇듯 실제 행동적 결과 변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예측력이 낮게 나

타난 결과에 대해, 일견의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규정하

여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은 수준만을 고려하는 접근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Kernis et al., 1989). Kernis와 동료들(1989)은 전반적

인 자아존중감의 높낮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의 변동 폭을 의미하는 자

아존중감의 안정성(stability of self-esteem)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들은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 연구를 통해 자아

존중감의 수준과 함께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자아존중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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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자아존중감이 분노 및 적대감과 맺는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참여

자들에게 하루에 2번씩 그 때 당시 느낀 자아존중감을 보고하도록 하고

측정된 자아존중감들의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도발 상황에

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는 정도를 예측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수준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또한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기간 동안 보고한 자아존중감 점수의 편차가 큰 사람들은 보

다 높은 수준의 분노와 적대감을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발견되었다. 전반적

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지만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집단은,

자기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집단보다도 높은 수준의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때로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보다

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후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의 높낮이가 아닌 자아존중감의 새로운 차원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으로부터,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취약성(self-esteem vulnerability)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다(Crocker & Wolfe, 2001; Crocker, 2002;

Heppner & Kernis, 2011; Kernis, 2003; Kernis et al., 2005). Heppner와

Kernis(2011)는 자아존중감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첫째, 높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나 방어적인 행

동을 예측한다는 경험 연구 결과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이 개인에게 항상

이롭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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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 집단의 실제 통계치

를 살펴보면,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만을 고려했을 때, 자아존중감

수준의 개인 차 변량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예측력에 한계가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자아존중감 취약성이라는 자아존중감의 새로

운 차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자아존중감 취약성 이론

Kernis(2003)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단일한 구인이 아니라 여러

이질적인 구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자아존중

감 취약성(self-esteem vulnerability)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자

아존중감 취약성 이론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안전한(secure)

자아존중감과 깨지기 쉬운(fragile)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한다(Kernis,

2003). 깨지기 쉬운 자아존중감이란 외부의 단서나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자아존중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깨지기 쉬운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

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평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

과 같이 자기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 보다 반응하게 된다. 이에 반해, 높

은 수준의 안전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치에 위협으로 주

는 단서를 지각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취약성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으로 자아존중감 불안정성(self-esteem instability), 자아존

중감 수반성(self-esteem contingency), 자아존중감 불일치(self-esteem

discrepancy)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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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불안정성은 자아존중감의 변동 폭과 관련된 것으로, 자아

존중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높다 하더라도 상황

적 단서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동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 불안정성 개념은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간 차

이를 반영하는 ‘특질(trait)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시간과 상황에 따른 개

인 내적 차이를 반영하는 ‘상태(state)로서의 자아존중감’의 두 측면 모두

를 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김민정, 2016; Croker, &

Wolfe, 2001).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 불안정성은 일정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매일 매일의 상태 자아존중감(state self-esteem)을 보

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나타나는 상태 자아존중감의 편차를 통해

측정된다(Heppenr, & Kernis, 2011; Kernis, Lakey, & Heppner, 2008).

Kernis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지금(right now)”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상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상태 자아존중감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추

가하지 않고 측정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과 -.30에서 -.40 정도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Kernis et al., 2008). 이와 같은 부적

상관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요인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요인이 서로 구

분되는 개념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수반성은 자아존중감의 근거를 자기 자신이 아닌 외적 영

역으로부터 찾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수반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

부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단서가 주어졌을 때 자기

가치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Crocker, & Knight, 2005). 자아존중감 수

반성은 앞서 언급한 자아존중감 불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

으로 개념화된다. 외적인 단서에 근거하여 자기가치를 평가할 경우, 개인

이 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단서에 따라 상태 자아존중감에 큰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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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 수반성은 학자에 따라 자기가치 수

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아존중감 불일치는 개인이 외현적으로 보고하는 자아존중감(explicit

self-esteem)과 암묵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자아존중감(implicit

self-esteem)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암묵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누적되면서 자동적으로 형성된 자아존중감의 무의식

적인 측면을 반영한다(DeHart, Pena, & Tennen, 2013). 자아존중감 불일

치 개념에 따르면, 외현적으로 보고하는 자아존중감은 높지만 암묵적인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위협 상황에서 보다 방어적으로 행동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자아존중감 불일치 수준은 자아도취증(narcissism)과 연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Zeigler-Hill, 2006), 외현적 자아존중감이 높

고 암묵적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뿐만 아니라 암묵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외현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도 보다 자기 과시적인 행동과 연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Heppner, & Kernis, 2011).

용어 정의 측정방법

자아존중감

불안정성

시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정도

․특정 시기동안 자아존중감을

반복적으로 측정한 후 측정

결과의 표준편차를 산출

(Kernis et al., 2008)

자기가치

수반성

자아존중감의 근거를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여부에

두는 정도

․측정도구를 통한 자기보고식

측정

․CSE, CSWS 등의 측정도구

(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Paradise

& Kernis, 1999)

<표 Ⅱ-1> 자아존중감 취약성의 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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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취약성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경험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높낮이보다 자아존중감 취약성의 정도가 자기가치 위협 상

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나 행동에 대해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Borton, Crimmins, Ashby, & Ruddiman, 2012).

Borton과 동료들(2012)은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불안

정성, 자기가치 수반성, 자아존중감 불일치의 세 요소가 실패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적 반응에 대해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자기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부정

적 생각의 억압(suppression), 자기 책망(self-punishment), 과제 가치 경

시(downplaying)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

난이도의 언어추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한 뒤 이들의 수행 결과가

40～45 백분위 점수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실패 상황을 족

작하였다. 실패 피드백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정

답률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 든 총 소요시간 또한 점수 산출에 반영

되었다고 안내되었다. 자기가치 위협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심리적

반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세 종속변수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높낮이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 취약성을 나타내는 세

요소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 수반성의 경

자아존중감

불일치

외현적 자아존중감과 암묵

적 자아존중감의 차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기보고

식 응답 결과와 암묵적 자아

존중감 간의 차이

․암묵적 자아존중감은

IAT(Implicit Association

Test) 등의 방식으로 측정

(Greenwald & Farnha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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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

불어 자기 책망과 과제 가치 경시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자아존중감

수반성과 자아존중감의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는 점이 발

견되었다. 이에 대한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자아존중감 수반성이 자기 책망과 과제 가치 경시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

리상태나 행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높낮이보다 자아존중감

취약성의 지표들이 가지는 예측력이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Borton과 동료들(2012)의 연구는 자아존중감 취약성의 세 요소 중에서도

자아존중감 수반성이 후속 심리 상태를 예측하는 정도가 보다 유의함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다. 자기가치 수반성

1) 자기가치 수반성의 개념과 구조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James(1890)는 여러 영역에서

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평가의 총합이 자아존중감을 이룬다는 구성요

소적 접근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James의 구성요소적 접근에 기반하여

Crocker와 Wolfe(2001)는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근거를 찾는 영역은 각

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개념화

하였다. Crocker와 Wolfe(2001)는 특정 행동의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자아존중감의 높낮이가 아닌 자기가치 수반성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가치가 수반되지 않은 영역에 비해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

역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와 같은 기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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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치 수반성이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Crocker와 Wolfe(2001)와 마찬가지로 Kernis(2003) 또한 그의 자아존

중감 취약성 이론에서 자기가치 수반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수반성(self-esteem contingency) 혹은 자기가치 수반성

(contingencies of self-worth)은 심리적인 취약성나 방어적 행동,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Kernis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자기가

치 수반성을 자기 자신의 가치감을 수행 결과나 사회적 승인, 외모와 같

은 외적 영역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자아존중감 수반성

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는 단서가 주어졌을 때 자기 가치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Kernis, 2003; Heppner & Kernis, 2011; Paradise & Kernis, 1999). 외

적인 단서에 근거하여 자기가치를 평가할 경우,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단서에 따라 상태 자아존중감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는 불안정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김민정,

2016).

앞서 자기가치 수반성에 대해 두 학자가 내린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기가치 수반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가치 수반성이라는 구인

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

난다(Crocker, & Wolfe, 2001; Kernis, 2003; Schwinger, Shöne, &

Otterpohl, 2017). Kernis(2003)는 자아존중감의 수반성의 개인 간 차이에

주목하여 영역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그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의 수반성 또한 영역

과 상관없이 기능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아존중감

수반성의 높고 낮은 수준이 심리적 취약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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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영역 일반적 입장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은 외부적인 평가가 이

루어지는 영역 전반, 즉 외적 영역 전반에 자기가치를 수반한 정도를 의

미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Crocker와 Wolfe(2001)의 정의에 기반한 연구자들은 자아

존중감 수반성의 전반적인 높낮이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이 각 영역마다

가진 수반성의 개인 내적 차이에 주목하여,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그 영역에 관련한 심리적 반응 및 행동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둔다(Crocker, & Wolfe, 2001; Schwinger et al., 2017). Crocker와

Wolfe(2001)는 자아존중감을 처음으로 개념화 한 James(1890)의 논의를

빌려오면서, 자아존중감에 영역 특수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

은 James(1890)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에 대해 구성요소적 접근을 취

하고 있다. Crocker와 Wolfe(2001)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에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과 영역 특수적인 자아존중감(domain-

specific self-esteem)이 있으며, 영역 특수적인 자아존중감들의 총합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Crocker와 Wolfe(2001)

가 주목한 것은 개인에 따라 자기가치의 근거를 찾는 영역이 다를 수 있

다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있어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는 전반

적인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영

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자아존중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Kernis 등의 학자들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영역 일반적

인 단일 구인으로 가정하고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대한 개인 간 차

이에 관심을 둔 반면(Kernis, 2003), Crocker 등의 학자들은 자기가치 수

반성을 영역 특수적인 다요인의 구인으로 가정하고 사람들이 영역별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치 수반성의 개인 내적 차이에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Crocker & Wolfe, 2001; Crock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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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영역 특수적 관점을 기반으로 Crocker와 동료들(2003)은 자

기가치 수반성 척도를 개발하였다(Crocker et al., 2003). 이들은 자기가

치 수반성이 크게 내적 자기가치 수반성(in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로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내적 자기가치 수반성이란

자신의 내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에 자기가치를 수반한 경우를 의

미하며,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란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외부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에 자기가치를 수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외부 영역에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자아를 반영하는

내적 영역에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한 상태로

여겨진다(Vonk & Smit, 2012). Crocker와 동료들(2003)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내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나타내는 2개의 영역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나타내는 5개의 영역을 상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자

기가치 수반성 영역들이 서로 구분되는 구인인지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내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해당하는 2개 영역은 도덕성(virtue)과 신의 사

랑(God’s love)이며,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해당하는 5개 영역은 학업

적 유능감(academic competencies), 경쟁(competitions), 타인의 승인

(approval from generalized others), 외모(appearance), 가족의 지지

(family support)이다. 이들은 각각의 자기가치 수반성 영역별로 이를 서

술하는 5개의 문항을 개발한 뒤, 1,41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문

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5개

문항 전체를 자기가치 수반성의 한 구인으로 묶은 1요인 모형, 전체 문

항을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내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두 구인으로 묶은

2요인 모형에 비해 7개의 구인을 가정한 7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역 특수성을 확인한 뒤, C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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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료들(2003)은 각각의 자기가치 수반성이 서로 다른 행동을 예측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을 마친 7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지난 1년 동안 특정

활동에 대해 시간을 쏟은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고, 자기가치 수반성의

각 영역이 이러한 활동 시간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은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 시간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예컨대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공부나 대학 강의에 쏟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외모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운동이나 의류 구매 등에 쏟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수반성에 대한 영역 일반적 접근과 영역 특수적 접근에 대

해서, 최근의 경험 연구 결과들은 영역 특수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Ravary, & Baldwin, 2018; Vonk, Radstaak, Heus, & Jolij, 2017).

관점 설명 측정도구

영역

일반적

관점

․자기가치 수반성의 전반

적인 높낮이에 대한 관심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의

개인 간 차이에 주목

Contingent Self-Esteem Scale

(Paradise & Kernis, 1999)

영역

특수적

관점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역 특수적 기능에 대한

관심

․개인 내에서 영역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가치 수반

성의 개인 내적 차이에

주목

Contingencies of Self-Worth

(Crocker et al., 2003)

<표 Ⅱ-2> 자기가치 수반성의 구조에 대한 관점



- 31 -

Ravary와 Baldwin(2018)은 자아존중감의 취약성이 거절에 대한 주의 편

향(attentioanl biase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24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실험으로, 여기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점이 있다고 지각하는 영

역과 관련된 단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주의 편향이 일어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결점이

있다고 지각한 영역과 관련된 단서가 주어졌을 때 타인의 거절하는 표정

에 보다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기 쉬

운 장소와 같은 상황 단서가 주어졌을 때는 타인의 거절로부터 주의를

거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에서 자아존중감

수반성의 영향력 또한 나타났다. 외모 영역에 자신의 가치를 근거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뚱뚱한’, 혹은 ‘못생긴’과 같은 단서 자극이 주어졌

을 때는 타인의 거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멍청한’, 혹은 ‘부도

덕한’과 같은 단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그러한 주의 편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두 번째 연구는 14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아존

중감과 자기가치 수반성이 실패 단서가 주어졌을 때 타인의 거절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실패 자극이 주어

졌을 때 거절에 대한 민감성과 자아존중감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된 반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수반성과 실패 상황에서 거절에 대한

민감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자아존중

감 수반성이 영역 일반적이기보다는 영역 특수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지하였다. 연구 3과 4는 자아존중감 수반성의 영역 특수적인 속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적인 영역

에 자기 가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학업과 관련된 실패 단어에

대해서만 거절 민감성을 보인 반면, 외모 영역에서 자기 가치의 근거를



- 32 -

두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와 관련된 실패 단어에 대해서만 거절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외모 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 수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멍청한’과 같은 학업적 무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학업 영역에서 자아존중감 수반성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은 ‘뚱뚱한’과 같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Vonk와 동료들(2017)의 연구 또한 자아존중감 수반성의 영역 특수성

을 지지한다. Vonk와 동료들(2017)은 사람들이 자기가치 수반성을 자기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의 영향에 따른 편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

반적으로 자기가치 수반성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Vonk와 동료들(2017)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특정

영역에서의 피드백에 따라 자기가치 수반성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에게 인지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뒤 연구참여자의 절반에게는 성공 피드

백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실패 피드백을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피드백

이 제시된 이후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였을 때 실패 피드백을 제시받

은 집단은 성공 피드백을 제시받은 집단에 비해 낮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외에 타인의 승인

이나 외모 등의 자기가치 수반성은 피드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연구 2에서는 피드백이 주어지는 영역을 타인의 승인으로 변경하였

다. 3,76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타인에게서 비판적인 메

시지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타인의 승인에 대한 자기

가치 수반성을 높게 보고하였으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서는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 수반성은 영역을 가정하지 않은 전반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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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역에 따라 다르게 기능할 수 있는 개념임을 주장하고 있다.

Schwinger와 동료들(2017)은 요인분석을 통해 자기가치 수반성이 영

역 특수적인 구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들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①영역 일

반적인 구인인지, ②영역 특수적인 구인인지, ③위계적인 차원을 가지는

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분석

하였다. 특히 이들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측정도구인

Contingent Self-Esteem Scale(CSE)과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s(CSWS) 모두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CSE는 자기가치 수

반성이 영역 일반적인 구인이라는 가정 하에 Paradise와 Kernis(1999)가

개발한 척도로, 수행적 혹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 평가적인 사건에 대

한 민감성을 묻는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는 달리 CSWS

는 자기가치 수반성이 다요인으로 구성된 영역 특수적인 구인이라는 점

을 전제로 Crocker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척도이며, 타인의 승인, 외

모, 경쟁, 학업적 유능감, 가족의 지지, 도덕성, 신의 사랑 등의 7개 영역

에 대한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chwinger와 동료들(2017)은

CSE와 CSWS에 대한 독일 대학생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자기가치 수반성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6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CSE로 측정한 뒤, 절반의 응답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나머지 절반의 응답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단일 요인을 가정한 모형이나 위계적 차원을 가정한 모형

에 비해 영역 특수적인 다요인을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는 자기가치 수반성을

CSWS로 측정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다요

인 모형이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자기가치 수반성 응답의 요인 구조뿐만 아니라 각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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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26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CSE와

CSW의 문항 전체를 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다요인 모형

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단일 구인

임을 가정한 CSE 점수에 비해 CSWS에서 측정한 각 영역의 점수가 우

울감, 외모에 쏟는 시간, 문제 행동 등을 보다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Crocker와

Wolfe(2001)가 개념화한 것처럼 영역 특수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임을 가

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가치 수반성이 영역 특수적임을 가정한 학자들은 각 영역에서의

자기가치 수반성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에 관심을 가

져왔다. 특히 학업 상황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

였다. Crocker와 Knight(2005)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수반성이 나타

낼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자아존중감 추구의 대가(cost of pursuing

self-esteem)로 표현한다. 이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추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로 인해 과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고, 숙달목표보다는 수행목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보다는 내사된 동기

(introjected motivation)를 취함으로써 과제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기 어

려울 수 있고, 자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피

할 수 있다(Crocker & Knight, 2005; Crocker & Park, 2004).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학업 영역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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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r, Sommers, &

Luhtanen, 2002). Crocker와 동료들(2002)은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부 4학

년생 7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대학원 입시에

서의 성공 여부, 자아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

자들로 하여금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표된 대학원 입시 결과와

더불어 매일매일의 자아존중감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원

입시에서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이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하락은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

성이 낮은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태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으며 대학원 입시 결과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동이 평균적으로

7점 척도 내에서 1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

성이 높은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태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으며 대학원 입시 결과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동 또한 평균적

으로 7점 척도 내에서 3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학과 심리학을 전

공하는 학부생 12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강의에서 받은 성적과 상태 자

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 Crocker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의에서 좋은 성적을 받

은 연구참여자들은 상태 자아존중감의 상승을 보고하였고, 강의에서 좋

지 못한 성적은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상태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경험하

였다. 또한 성적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

과가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연구참여자일수록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을 때 상태 자아존중감이 보다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이 높을수록 상태 자아존중

감이 크게 변화하여 자아존중감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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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 불안정성은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cker, Karpinski, Quinn, & Chase, 2003).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상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존중감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learning), 타인과의 관계(relatedness), 자율성

(autonomy)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 심리적 건강(physical health)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Crocker & Park, 2004). Crocker와

Park(2004)는 특정 영역에 대한 높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자아존중감 추구의 대가(cost of pursuing self-esteem)로

표현한다. 이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기가치 수반성은 해당 영역에서

의 성공을 좇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

을 높이고자 하는 단기적인 정서적 이점을 취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

서 보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취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을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높게 가지거나 자아존중감 향상 동기가 높아질 수 있

다. 예컨대 타인으로부터의 대우가 특정 영역에서의 수행 결과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거나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의 가치가 훼손되

는 경우, 그 영역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평가적인 상황 맥락에 노출되어 높은 자기가

치 수반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실제 학습에 부정적인 부적응적 행동을 취하게 되기 쉽다. 자기결

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치 수반

성이 높은 사람들은 학습 장면에서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율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내사된 조절이란 학습을 하는 이유가 학습하는 과제 자체의 가치가

아닌 수행 결과로부터 주어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나 처벌 등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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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의미한다.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가치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학습의 과정에서 온전한 의미

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Crocker & Park, 2004; Deci &

Ryan, 1995).

2. 성취목표지향

가. 성취목표지향의 개념

성취목표지향이론은 학습자가 학업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동기이론으로 주목받아 왔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성취목표지향에는 크

게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의 두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어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의미는 비슷하게 정리될 수 있

다. 숙달목표란 학업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실력의 숙

달에 있는 목표 유형을 의미하며, 수행목표란 학업을 하는 이유가 자신

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무능력을 감추려고 하는데서 나타나는 목표 유형

을 의미한다(Ames, 1992; Elliot & McGregor, 2001). Elliot과

McGregor(2001)는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의 구분에 더해 접근과 회피라는

구분을 추가함으로써 성취목표지향 이론을 정교화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숙달접근목표는 학업 기술과 숙달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기 유형을 의미

하는 반면, 숙달회피목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숙달 수준의 퇴

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동기 유형을 의미한다. 수행접근목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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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증명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취를 추구하는 동

기 유형을 의미하는데 반해,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상대

적으로 열등한 성취 수준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 유형을 의미한다.

성취목표지향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가 가진 성취목표지향이 학습자

의 동기와 행동,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Mouratidis와

동료들(2018)은 학습자가 가진 성취목표지향에 따라 수학 교과의 성적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년간의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숙달목표지향은 어려운 내용에 대한 도전 성향을 매개로 높은 수학 성적

을 예측하였으나 수행회피목표는 도전에 대한 회피를 매개로 낮은 수준

의 수학 성적을 예측하였다. 교실목표구조에 초점을 맞춘 Gray와 동료들

(2015)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숙달을 강조하는 숙달목표구조가 학

업적 자기개념과 과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특히 인지적 욕구가 낮은 학습자에게서 강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취목표지향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숙달목표지향이 수행목표지향에

비해 적응적인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수행목표지향성

의 영향에 대해 정리한 Midgley와 동료들(2001)에 따르면, 수행접근목표

지향은 학습자들에게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동기로 작용하는 이점이 있

으며 학습자가 숙달목표지향과 수행접근목표지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이점이 강화될 수 있으나, 수행목표지향을 가진 학습자는 도움

이 필요할 때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도움을 추구하지 않거나 확실하게

담보된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고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낼 여지 또한 존재한다

(Midgley, Kaplan, & Middleton, 2001). 이렇듯 전반적으로 성취목표지향

에 대한 연구들은 숙달목표가 장기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학업 수행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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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취목표지향 중 어떤 목표지향이 보다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와

더불어, 성취목표지향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목표지향

을 한꺼번에 높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Pintrich,

2000). 이렇듯 학습자가 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

지향 중 둘 이상을 동시에 높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다중목표지향

(multiple goal orientation)이라고 칭한다. Pintrich(2000)의 연구에서는

숙달목표지향과 수행접근목표지향을 동시에 높게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높은 숙달목표지향과 낮은 수행접근목표지향을 가진 학습자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중목표지향은

성취목표지향의 하위 유형이 합산적인 관계(additive effect) 혹은 상호작

용하는 관계(interactive effect)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가변적 구인으로서의 성취목표지향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이론은 학습자가 가진 개인 내적 동기 유형으로서

의 성취목표지향에 주목하면서도, 교실 내에서 어떤 목표를 강조하는지

에 따라 학습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져왔다(Ames, 1992; Kaplan, Middleton, Urdan, & Midgley,

2002). 학습자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인으로서 성취목

표구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숙달목표구조를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

로 하여금 학업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교실 환경으로, 수

행목표구조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시적인 수행이나 상대적인 성취를 강

조하는 교실 환경으로 설명한다.

교사나 부모의 피드백이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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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은 성취목표지향이 외부 상황 맥락이나 피드백에 의해 변화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구인임을 제안한다(Bong, 2005; Friedel, Cortina,

Turner, & Midgley, 2007; Gray et al., 2015; Murayama & Elliot, 2009;

Senko & Harackiewicz, 2005). 대표적으로 Gray와 동료들(2015)의 연구

에서는 숙달목표구조가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개념과 과제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학습에 대한 필

요를 높게 느끼는 학습자에 비해 학습에 대한 필요를 낮게 느끼는 학습

자 집단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지향 뿐만 아니라 교실의 목표 구조나 교사의 피드

백과 같은 외부적 상황 맥락 또한 동기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실목표구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한 이선영과 동료들(2016)의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가진 특질로

서의 성취목표지향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 환경을 어떻게 지

각하는지에 따라 관련 동기 및 수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선

영, 봉미미, 김성일, 2016). 서울 소재 23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이선영과 동료들(2016)은 학습자가 학습 환경을 숙달목표구조로

지각할수록 학업지연 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 환경을 수행목표구

조로 지각할수록 학업지연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숙달목표구조의 효과와 학업지연 행동 간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

에 의해 조성되는 교실목표구조가 자기효능감이나 학업 지연행동과 같은

동기적, 행동적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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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손상화

가. 자기손상화의 개념

자기손상화란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

기 위해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방해물이나 변명거리를 만들어두는 행동

을 의미한다(Jones & Berglas, 1978). 예컨대 시험을 망쳤을 때 전날 공

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거나, 시험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는

등 수행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취하는 등의 행동이 자

기손상화에 해당한다. 자기손상화 개념을 제안한 Jones와 Berglas(1978)

에 따르면, 자기손상화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거나 과제

의 수행 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할 때 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자기 자

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의 기반이 불확실

할 경우 자기손상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Jones와

Berglas(1978)는 자기손상화가 부모의 조건적 지지, 수행 결과와 무관한

긍정적 피드백의 반복적 제시 등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Kearns, Forbes, Gardiner, & Marshall, 2008; Jones & Berglas,

1978).

자기손상화가 자기가치에 대한 보호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

기가치 보호 동기가 언제 활성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자기손상

화의 발생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Thompson(1994)에 따르

면, 자기가치 보호 동기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평가적인 위협

(evaluative threat) 상황에 의해 유발되고 심화될 수 있다. 교사로부터

평가적인 피드백(evaluative feedback)을 많이 받은 학생들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자기가치 보호 동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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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일관성이 없거나 실제 수행에 비해 과도한 칭찬

을 하는 등 수행 결과와 유관하지 않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

이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게 되며, 이 또한 자기가

치 보호 동기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Clarke과 MacCann(2016)은 자기손상화의 3가지 요소를 유능감에 대한

보호 동기, 유능감에 대한 보호 동기로부터 유발되는 행동, 평가 상황의

존재로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관찰되었다는 것만으로 해

당 행동을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기 가치감 혹은 유능감에 대한 보호 동기가 유발되고 그러한 동기로부터

실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유발될 때 자기손상화가 발

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능감에 대한 보호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

력 평가적인 맥락 또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Clarke과 MacCann(2016)

의 설명 또한 자기손상화가 자기가치에 대한 보호 동기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ovington의 자기가치이론은 동기적인 관점에서 자기손상화가 발생하

는 이유에 대한 제공하고 있다(Covington, 1992, 2009). 자기가치이론에

서는 학습자들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접근동기와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실패회피동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접근

동기가 낮고 실패회피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성공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

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하락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설사 실제 수행에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실패와 자기 능

력의 유관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렇듯 자기손상화가 성공에 대한 접근 동기가 낮고 실패에 대한 회피

동기가 높은데서 발생한다는 것은 자기가치 보호 동기로부터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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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행동 전략인 방어적 비관주의(defensive pessimism)와 자기손상

화를 비교한 Elliot과 Church(200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어

적 비관주의는 Norem과 Cantor(1986)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특정 과

제를 성공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 전 실패를 과하게 예

측하는 것을 의미한다(Norem & Cantor, 1986). 이러한 방어적 비관주의

는 과제 수행 전 실패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실패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만일 과제에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실패를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막게 되는 자기가치 보호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된다. Elliot과

Church(2003)는 18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방어적 비관주의와

자기손상화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뒤, 그 결과가 이들이 가진

성취목표지향과 성공접근/실패회피 성향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방어적 비관주의와 자기손상화 모두 높은 수준의 수

행회피목표 및 실패회피 성향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손상

화는 숙달목표 및 성공접근동기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방어적 비

관주의는 그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과제 수행의

가치에 대한 낮은 지각이 자기손상화와 연관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De Castella와 동료들(2013)의 연구 또한 자기손상화가 나타나는 동기

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De Castella, Byrne, & Covington,

2013). De Castella와 동료들(2013)은 방어적 비관주의와 자기손상화, 학

습된 무기력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이 성공접근 동기와 실

패회피 동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이 서로 다른 문화권 간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성공접근동기는 성취목표지향 중 숙달목표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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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행접근목표지향을 통해 측정되었고, 실패회피동기는 수행회피지향

을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1,423명의 일본 고등학생과 643명의 호

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방어적 비관주의는 성공접근

동기 및 실패회피동기 둘 모두와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기손상화와 학습된 무기력은 실패회피동기와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손상화 및 학습된 무기력이 실패회피동기와

맺는 관계에 있어 성공접근동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접근동기가 높은 경우 실패회피동기의 수준이 자기손상화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자기손상화가 낮은 성공접근동기와 높은 실패회피동기에 의해 발생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자기손상화의 유형

자기손상화 연구자들은 자기손상화에도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Leary & Shepperd, 1986; Schwinger et al., 2014). 첫 번째는

언어적인 자기손상화(claimed self-handicapping)로, 이 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실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적응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

만 낮은 수행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행동적 자기손상화(behavioral self-handicapping)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실제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낮은

수행결과를 방해 행동으로 귀인하는 성향을 보인다(Schwinger &

Stienmeier-Pelster, 2011). 언어적 자기손상화와 비교하여 행동적 자기손

상화는 시험 직전에 음주를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실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수행과 동



- 45 -

기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과제 수행 전 연습횟수 혹은 백색소

음에 대한 선택 여부 등으로 측정한다(Coudevylle, Ginis, Famose, &

Gernigon, 2009; Elliot et al., 2006). 먼저 백색소음에 대한 선택 여부를

통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는 경우, 과제를 수행할 때 재생할 백

색소음을 제시하는데 이 때 각 백색소음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주어진다. 여기에서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될 만한 백색소음을 선택하는 경우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과제 수행 전 연습횟수

나 노력 여부를 통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과제

수행 전 연습횟수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

습이 좋은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연구참여자가 인지하고 있다는 전

제가 필요하다(Coudevylle et al., 2009). 그러므로 연습횟수를 통해 행동

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연습시간을 부여하기 전 연습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충분한 연습기회를 제공한 후 이들이 실제 수행하는 연

습횟수나 연습시간을 통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한다.

자기손상화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도 자기보고식 자기손상화

(self-reported self-handicapping)와 행동적 자기손상화(behavioral

self-handicapping)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기보고식 자기손상화란 설문 문

항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해 자기손상화를 측정하는 경우를 의미

하며, 행동적 자기손상화란 실제 행동을 통해 자기손상화를 관찰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Elliot, Cury, Fryer, & Huguet, 2006). 자기보고식 자기손

상화의 경우 그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자기손상화의 양상에 따라 다시 일

반적 자기손상화(global self-handicapping)를 측정하는 경우와 상황 특

수적 자기손상화(situation-specific self-handicapping)를 측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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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뉠 수 있다. 일반적 자기손상화의 경우 특정한 상황 맥락이 주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되는 반면, 상황 특수적 자기손상화는 특정 영역에서의

실패와 같은 특정 상황 맥락 내에서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용 정도를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Clarke과 MacCann(2016)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자기손상화가 다시

내적 자기손상화(internal self-handicapping)와 외적 자기손상화(external

self-handicapping)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들은 자기손상화

에 대한 대표적 자기손상화 척도인 Self-Handicapping Scales(SHS)를

바탕으로 자기손상화 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다. 48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SHS는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

는 내적 자기손상화 구인과 행동적 측면을 반영하는 외적 자기손상화 구

인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자기손상화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내적 자기손상화는 자아존중감이나 정

서적 안정성과 같은 정서 관련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손

상화의 행동적 측면을 반영하는 외적 자기손상화는 학업 지연

(procrastination)이나 Big-5 성격 요인 중 성실성(concientiousness)과

같은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부터 연구자들은 자기손상화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이라는 다양

한 구인으로 이루어진 개념일 수 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자기손상화가

성격이나 특질이라기보다 심리적 과정에 가까운 다차원적 구인일 수 있

음을 제안한다. 이들에 따르면 단순히 외현적으로 관찰된 지연행동이나

노력 포기를 자기손상화의 지표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행동들이 자

기손상화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들

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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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행동적 자기손상화,

과제 수행의 관계

앞서 살펴본 자기가치 수반성과 성취목표지향은 자기손상화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Crocker와 Wolfe(2001)에 따르면, 학

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실패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Niiya et al., 2010; Crocker et al., 2010).

이에 반해 숙달목표지향은 자기손상화를 유발하는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

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동기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Schwinger와

Stienmeier-Pelster(2011)의 연구에 따르면, 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들은

실패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가 아닌 ‘자신의 낮은 숙달’이기 때

문에,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숙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

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가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은 Niiya와 동료들(2004)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Niiya et

al., 2004). Niiya와 동료들(2004)은 일반적으로 숙달목표지향과 높은 관

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에 주

목하여,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향을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12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지능에 대한 신념이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적대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능에 대한 신념,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상태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측정이 사전에 이

루어졌으며, 이후 절차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려운 수준의 GRE 언어 과

제를 수행하였고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공 혹은 실패 피드백이 임의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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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중 반에게는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다

른 반에게는 지능에 대한 실체적 신념을 유발하는 텍스트를 읽도록 함으

로써 지능에 대한 신념을 조작하였다. 과제에 대한 수행이 종료된 이후

에는 상태 자아존중감, 우울감, 적대적 정서 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

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과 지능에 대한 신념 조작이 사후

에 측정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경우 피드백의 종류와 지능에 대한 신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피드백 종류와

지능에 대한 신념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공 피드백을 받

았을 때보다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상태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피드백 내에서 지능에 대한 신념에 따른 상태 자

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성공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높은 수준의

상태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고 지능에 대한 신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실패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에는 지능에 대한 고정 신념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상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지능에 대한 증가적 견해를 조작한 집단의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다 하더라도 성공 피드백과 실패 피드백 조

건에서 상태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

과는 우울감이나 적대감과 같은 다른 정서적 변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적 자기

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실패 상황에서 상태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경험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이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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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신념을 조작한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실패 상

황에서 상태 자아존중감이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Coudevylle와 동료들(2009)의 연구 또한 숙달목표지향이 자기손상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oudevylle et

al., 2009). Coudevylle와 동료들(2009)은 숙달목표지향이나 수행목표지향

과 같은 동기적인 분위기가 언어적 자기손상화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농구선수 56명을 대상으로 드

리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과제 수행 전 주어지는 평가의 목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성취목표지향을 조작하였다. 또한 56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숙달목표 부각 조건과 수행목표 부각 조건 모두에 참여하는 반복측정 설

계를 통해 성취목표지향이 자기손상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숙달목표 부각 조건에 비해 수행목표 부각 조건에서

두 유형의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행목표에 의한 영향은 언어적 자기손상화에 비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실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두 목표지향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언어적 자기손

상화와 행동적 자기손상화 모두 실제 수행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실제 수행 결과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의 설명을 제시한다. 먼저

행동적 자기손상화 전략이 실제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자기손상

화 전략 사용이 수행 전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제 수행에 미친 긍정

적 영향이 서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실제 수행 전 불안에 대한 일종의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것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들이 설계한 연구에서 사전 운동 능

력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실제 수행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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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실제

수행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Coudevylle와 동료들(2009)의 연구

는 수행목표지향에 비해 숙달목표지향이 자기손상화를 낮추는 효과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가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한 일부 연구들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 경우 자기손상화 전략의 사

용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Niiya & Crocker, 2008; Niiya et

al., 2010). Niiya와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이 높은 경우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이 실체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보다도 자기손상화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iya et al., 2010). 이들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이 실패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의 변동이나 자기손상화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 연구자들은 학부생 62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과 지능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고 원격연합력 검사(remote

association test, RAT) 과제를 수행하게끔 하였다. 또한 집단을 둘로 나

누어 한 집단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다른 집단에게는 쉬운 문제를 제시

하였다. 이후에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함께 재생할 소음을 제시하고 선택

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소음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소음

은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가리키는 지표로 주어졌다. 연구 결과, 쉬운 문

제가 제시되어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쉽게 지각한 집단의 경우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했을 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수

행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선택하는 정도가 낮았으나, 어려운 문제가 제

시되어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어렵게 지각한 집단의 경우 지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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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적 신념을 조작했을 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수행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선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1의 결과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했을 때 어려운 과제가 제시되면 자기손상화를 더욱 많이 보

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수행에 방해가

되는 소음의 선택’에서 ‘본 과제 수행 전 연습 횟수’로 변경한 뒤 연구 1

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109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지능에 대한 증

가적 신념을 조작했을 때 어려운 과제에서는 지능에 대한 실체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과 비슷하게 적은 연습횟수를 나타내었으나 쉬운 과제에서는

지능에 대한 실체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에 비해 많은 연습횟수를 나타내

었다. 이에 반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경우 지능에 대한 증가

적 신념을 조작하였을 때 과제가 어려울수록 연습횟수가 많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목표 혹은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이

실패 상황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경우에만 유효한 것

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지

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하였을 때 과제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연습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와는 달리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중 절반에게는 과

제 수행 전 연습횟수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연습시간

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행 결과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결과에 대한 내

부 귀인 정도를 종속변수로 측정하였다. 191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지능에 대한 신념 조작이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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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과 내부 귀인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경우 실패 상황에서 지능에 대한 신념에 따

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나 내부 귀인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학

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지능에 대한 실체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은 연습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습

을 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내부 귀인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한 집단은 연습을 했을 때 실패 상황에서 내부 귀인 정도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Niiya와 동료들(2010)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과제를 수행하

는 동기가 여전히 자아 중심적(ego-centric)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과제에 대한 수행 결과로부터 자신의 가치감을 연결 지을 경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여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가치 하락에 대한 위협

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기손상화와 같은 방어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이 조작된 경우 학습자는

노력을 하면 수행 결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에서 실패를 한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고 실패

를 했을 때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가

능성이 높다. 이는 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라 하더라도 자기가치 수반성

이 높을 경우 자기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숙달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자

아존중감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가 사라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iiya와 Crocker(2008)의 연구 또한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학습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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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하락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iiya와 Crocker(2008)은 자기가치 수

반성과 성취목표지향이 자아존중감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숙달목표지향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설을 비교한다. 먼저 숙달목표지향이 그 자체로 자기 가치에 대한 염

려(ego- involvement)를 줄이는 것이라는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

나 이와는 달리, 숙달목표지향이 실패의 의미 혹은 실패가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상황 및 조건을 달리할 뿐 자기 가치에 대한 염려를 줄이지는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 또한 가능하다. 즉 노력을 통한 향상에 초점을 두

는 숙달목표지향의 맥락 안에서, 연습 혹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기가치에 대한 위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숙달목표지향의 작동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Niiya와

Crocker(2008)는 16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강의에서 주된 평가방

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에세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에세

이 과제를 수행과제로 선택한 이유는 에세이 과제의 경우 연구참여자들

이 좋은 수행을 얻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연구 결과,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지향을 모두 높게 가진 학습

자들은 성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가치 수반성이 낮은 학습자에게서도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상태 자아존

중감이 변화하는 양상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자기가치 수

반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숙달목표지향을 높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낮

은 수준의 수반성을 가진 학습자들에 비해 성공과 실패에 따른 자아존중

감의 변동을 보다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가치 수반

성이 높은 경우 숙달목표지향이 높다 하더라도 실패 상황에서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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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하락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학습자 또한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를 그대로 가지

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Crocker와 동료들(2011)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

우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학습자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유능함에 대한 염

려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숙달목표지향을 가진 경

우 노력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보다 크게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실험 상황에서 처음 마주한 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연습기회의 부족으

로 돌릴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평소 숙달기회가 주어졌던 과제를 통

해 실패상황을 조작할 경우 실패의 원인을 연습기회 부족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자신의 학업적 유능함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Crocker et al., 2011). 이렇듯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의

관계에 숙달목표가 미치는 영향은 학습자가 해당 과제를 숙달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숙달목표지향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결과를 살

펴보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Niiya와 동료들(2010)의 경우 성취목표

지향이 아닌 지능에 대한 신념을 조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부터 숙달목표지향의 조작에 따른 결과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

을 뿐이다. Niiya와 Crocker(2008)에서는 성취목표지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외부 메시지에 의해 조작된 성취목표지향의 효과가 아

닌 사전에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지향의 효과를 확인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이 가지는 두 번째 한계는 연습 여부 자체

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자기가치 수반성과 성취목표지향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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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iiya와 Crocker(2008)의 연구는 연구참여자

들이 평소에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행 과제를 선택하였을

뿐 연습 여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지향의 가변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성취목표지향과 연습 여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을 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성취목표지향과 연

습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취목표지향을 다룬 연구들로부터 자기손상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어 온 숙달목표지향에 초점을 두고,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숙달목표지향의 적응적 영

향이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연습

여부가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측면을 학업 수

행의 측면에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실제 학

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가치 보호 동기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생

각해본다면 실패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

작할 수 있다. Crocker와 동료들(2006)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학

업 수행 간의 관계를 자아고갈(ego depletion)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학

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등 실패

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되며, 이러한 평가

불안이나 실패에 대한 염려가 학습자의 자기조절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

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자기조절과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한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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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학습자가 과제 수행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행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

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과제 수행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

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실패에 대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행동적 자기손상

화와 같은 부적응적 전략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과제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

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행

동적 자기손상화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

가치 수반성이 과제수행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관계는 숙달

목표의 제시 여부나 과제 수행 전 연습기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

로 예상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57 -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서울 및 전북 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2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달목표 제시 여부(숙달목표 제시

집단, 통제집단)과 연습기회 제시 여부(연습기회 부여, 연습기회 미부여)

에 따라 총 4개 집단으로 무선 할당된 후 실험이 진행되었다. 디브리핑

후 사후 동의 절차에서 실험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연구참여자 4명의 응답 결과는 삭제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중 숙달목표

제시 집단에 속하였으나 제시된 과제목표를 잘못 인식한 8명, 1차 과제

수행 결과를 통한 실패 조작에 실패한 8명은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93명의 연구참여자(남 102명, 여 91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가치 수반성이 해당 영역에서의 성공

숙달목표 ×

연습 부여

통제집단 ×

연습 부여

숙달목표 ×

연습 미부여

통제집단 ×

연습 미부여
전체

 %  %  %  %  %

남 25 49.0% 25 58.1% 28 54.9% 24 50.0% 102 52.8%

여 26 51.0% 18 41.9% 23 45.1% 24 50.0% 91 47.2%

전체 51 26.4% 43 22.3% 51 26.4% 48 24.9% 193 100%

<표 Ⅲ-1> 집단별 연구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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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실패에 유관한 피드백이 누적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Crocker & Wolfe, 2001). 이는 높은 학년급의 학생일수록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

제 자기가치 수반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연

구 대상을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현주, 정대용, 2015; 이수란, 이동귀, 2008; 장혜경, 신민섭, 송현주,

2013; Crocker et al., 2003; Crocker et al., 2003; Lawrence & Smith,

2017). 둘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적 결과가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 커지는 우리나라의 학교 맥락을 고려할 때(조경진, 김은정, 2009), 고

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실패 상황에서 이들

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실험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실험 절차를 설명하고 해당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약 45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마련

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표 Ⅲ-2>와 같다.



- 59 -

가. 실험안내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실험 절차와 연구의 목적을 연구참

여자에게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인 자기손상화

는 자기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암묵적

절차 내용 시간

실험 안내 실험절차 및 수행과제에 대한 안내 2분

▼

사전 설문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측정 8분

▼

집단 별 과제목표
및 연습여부 조작

과제목표 조작

연습 여부

(9분)

숙달목표 제시 ×

연습시간 제공

통제집단 ×

연습시간 제공

숙달목표 제시 ×

연습시간 미제공

통제집단 ×

연습시간 미제공

9분

▼

1차 과제 수행
(실패 조작)

1차 과제 수행 전 목표점수 입력,
1차 과제 수행 후 실패 결과 제시

5분

▼

행동적 자기손상화
측정 및 조작 확인

2차 과제 전 희망연습시간 측정
목표조작 확인,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 측정

5분

▼

2차 과제 수행 전
연습 실시

입력한 만큼의 연습시간 부여 1～8분

▼

2차 과제 실시 2차검사를 통한 과제수행 측정 5분

▼

사후 안내 디브리핑 3분

<표 Ⅲ-2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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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제에 의해 나타나므로(Crocker et al., 2010), 실험의 본래 목적을

연구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제 수행에서

실패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이 이를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본 과제가 그들의 학업 능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전 안내 단계에서는 본 실험의 목적을 ‘문

제풀이 연습시간이 언어적성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눈가림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언어과제가 고등학생의 언어능

력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검사임이 여러 전문가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본

검사의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이후의 학교 시험이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항은 안내하여, 수행과제

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전 설문

실험절차 및 수행과제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 이후 사전설문을 통해 독

립변수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 조작을 하기 이전에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성취목표지향(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지향), 자

기손상화, 학업 자기개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사전설문 단계에

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성취목표지향, 자기손상화, 학업 자기개념은

분석단계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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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단 배정 및 과제 목표, 연습 여부 조작

사전설문이 종료된 이후, 과제목표 제시 여부(숙달목표 제시 집단, 통

제집단), 1차과제 수행 전 연습시간 제시 여부(연습시간 부여, 통제집단)

에 따라 총 4개의 집단으로 연구참여자를 무선할당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은 실험 프로그램에 의해 숙달목표 제시×연습 제공, 통제집단×연습 제

공, 숙달목표 제시×연습 미제공, 통제집단×연습 미제공의 네 개 집단에

임의로 배정되었다.

숙달목표를 실험적으로 조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김은하, 2014;

Elliot et al., 2006; Shimizu, Niiya, & Shigemasu, 2016; Steele-Johnson,

Heintz, & Miller, 2008), 숙달목표 제시 집단에는 [그림 Ⅲ-1]의 화면을

제시하여 과제의 목표를 조작하였다. 또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직접 숙달목표에 해당하는 문장을 타자로 입력하도록 하여 연구참여자가

조작된 목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숙달목표

제시 집단의 경우 이후 진행되는 절차의 화면 상단에 “나의 언어실력 향

상시키기”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설정하여 이후 절차에서도

조작된 목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 프로그램 상에서 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이후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였으며, 이후 절차에서도 진행되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문구를 제시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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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숙달목표 조작 화면

과제목표를 조작하는 단계 이후, 연습기회 부여 집단의 참여자에게는

1차과제 수행 전 9분의 연습시간을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습시

간의 효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습시간을 가지기 전

안내 화면에서 과제 수행에 앞서 본 연습시간을 갖는 것이 수행 결과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후 절차에서 행동적 자기손상화

를 가리키는 지표로 과제 수행 전 희망연습시간을 활용함에 있어, 연습

시간이 수행 결과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연구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Elliot et al., 2006).

연습시간 동안에는 수행과제와 유사한 유형의 서술형 국어문항 3개를

제시하고 예시답안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 프로그램 상에서 별도의 연습시간 없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

도록 안내하였다. 연습기회 부여 집단에게 제시한 안내 화면은 [그림 Ⅲ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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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차 과제 수행 및 실패 조작

1차 과제 수행 이후 실패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로 하여

금 1차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목표점수의 설

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서 51～80점 범위의 예상점수를 임의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연습기회 부여 집단의 경우에는 “연습문제를 풀어

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예상점수보다 8점만큼 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

상된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연습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예상점수에 대한 정보 외에 추가적인 메시지를 제

공하지 않았다. 1차 과제 수행 전 목표점수를 입력하는 화면의 예시는

[그림 Ⅲ-3],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2] 연습기회 부여 집단 안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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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1차 과제 수행 전 목표점수 입력 화면

(연습기회 부여 집단)

[그림 Ⅲ-4] 1차 과제 수행 전 목표점수 입력 화면

(연습기회 미부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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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점수를 입력한 후, 연구참여자들은 서술형 국어문제 3문항으로 구

성된 1차 과제를 6분 간 수행하였다. 1차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수행 결과는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연구참여자들이 1차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입

력한 목표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일괄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

에게 그들의 수행이 목표점수보다 낮았음을 나타내는 메시지와 화면을

제공하여 실패 상황을 조작하였다.

마. 행동적 자기손상화 측정 및 조작 확인

1차 과제에 대한 수행 결과를 통해 실패를 조작한 이후, 연구참여자들

에게 2차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2차 과제 실시 전 희망하는

만큼의 연습시간을 부여할 것임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연습시간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전 의도적인 연습의 회피를 통

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Elliot et al., 2006;

Tice & Baumeister, 1990), 2차 과제 전 보고한 희망 연습시간을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연습시간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나타

내는 지표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연습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행 결과가 낮

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해야 하므로, 희망 연습시간을

보고하는 창의 하단에 “연습시간이 적을 경우 이후 수행에서 원하는 결

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2차 과제 수행 전 희망 연습시간을 입력한 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에서 가한 실험 조작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작 확인

절차를 거쳤다. 먼저 숙달목표 제시 집단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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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목표가 자신의 언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

오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조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앞선 1차

수행 결과에 따른 실패의 조작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수행 결과에 대

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묻고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바. 2차 과제 수행

조작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사전에 입력한 결과

에 따라 최소 1분에서 최대 8분까지 연습시간을 가졌으며, 연습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서술형 국어문제 3문항으로 이루어진 2차 과제를 수행

하였다. 2차 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는 문제마다 마련된 채점 기준을 바

탕으로 채점이 이루어졌으며, 채점 결과는 분석 단계에서 종속변수로 활

용하였다. 모든 절차가 마친 뒤에는 연구의 본래 목적을 디브리핑하였으

며,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연구의 본래 목적에 대한 사후 동의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연구 도구

가. 수행 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실험 과제는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의 하위 유

형인 서술형 국어문제이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와 같은 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공인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능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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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하위 유형 중 쓰기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를 수행과제로 선정하

여, 국어능력인증시험 공식 홈페이지와 시중에 판매 중인 수험서(배성일,

2016)에 수록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수행과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어능력인증시험의 서술형 국어문제를 수행과제로 선정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실패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

쉽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 선다형 문

제와 달리 정답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 수준을 판

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학업 상황에서 실패

를 조작한 연구들에서 서술형 국어문제를 통한 실패 조작이 의도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감안하였다(김은하, 2014).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

자들이 실험을 통해 임의로 조작한 실패 상황을 타당하게 인식하기 위해

서는 높은 곤란도를 가진 수행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술형의 국어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의 문제를 본 연구의

수행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측정 도구

1)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cker와 동료들(2003)이

개발하고 장혜경, 신민섭, 송현주(2013)가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cker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원척도는

외모, 타인의 인정, 경쟁, 학업적 유능감, 가족의 지지, 도덕성, 신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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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영역 당 5개 문항의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혜경 외

(2013)가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경쟁 요인과

학업적 유능감 요인이 구분되지 않아 6개 영역 25개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경 외(2013)가 타당화한 척도 중 학업 성취 수

반성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의

자기-존중감은 나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혜경 외(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 .84로 나타났다.

2) 성취목표지향

성취목표지향의 측정을 위해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학습환경에서

의 학생동기척도(Students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SMILES) 척도 중 성취목표지향을 묻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를 7점 척도로 묻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

피목표를 묻는 15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각 성취목표지향 유형

별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 상황에 맞게 각 문항의 첫머리를 “학

교 수업에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숙달목표는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수행접근목표는 ‘학

교 수업에서 내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하는 것이다.’, 수행회피목표

는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원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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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지향 각각  =

.87,  = .87,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 .88, 

= .87,  = .86이었다.

3) 자기손상화 성향

자기손상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Jones와 Rhodewalt(1982)가 개발한

자기손상화 척도(Self-Handicapping Scales, SHS)를 류정희(2006)가 번

안하고 김아름(200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점 척도

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우선

환경을 탓하고 싶어 진다.’, ‘나는 가능하면 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

루는 경향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아름(2009)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 .73으로 나타났

다.

4) 학업 자기개념

학업 자기개념은 김용래(1995)의 자아개념 척도 중 학업능력 자아개념

12문항, 학업성취 자아개념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용래(1995)의 자아개

념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학업능력 자아개념  =

.91, 학업성취 자아개념  = .93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능력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자아개념 총 24문항의 평균을 학업 자기개념

점수로 사용하였다. ‘나는 학교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인정한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24문항의 신뢰도는  = .9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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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을 통해 측정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를 검토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후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행동적 자기손상화 및 수행 간의

관계가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행

동적 자기손상화와 과제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성취목표지향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자기손상화 성향, 학업 자

기개념 또한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숙달목

표 제시 여부의 경우 통제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숙달목표 제시 집단

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였고, 연습기회 제시 여부는 연습기회 미부여 집단

을 기준집단으로 연습기회 부여 집단의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회귀모형

에 투입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및 연습 여부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조절변인인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 여부 간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으며, 연속변수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평균화(centering)

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5).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두 더미변수의 각 수준에서 학

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각 조절변인 수준에서의 조건

부 효과(conditional effect)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에는 IBM SPSS 22.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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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실험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는 학업 실패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 여

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시간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전체 연구참여자를 4개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 절차에서 의도한대로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실패

상황이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확인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첫째, 숙달목표 제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된 과제 목

표를 올바로 인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대한 조작

확인을 위해 이전 실험 절차를 통해 제시한 숙달목표 조작 화면을 보여

준 후, 과제를 수행하면서 화면에 제시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예’라고 응답을 한 경

우는 조작이 유효한 것으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조작이 무효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숙달목표를 제시받은 113명 중 105명은 실험을 통해

제시한 과제의 목표를 올바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8명은 과제 수행 중

숙달목표 인지 여부에 대해 ‘아니오’로 응답하여 목표에 대한 조작이 실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 조작에 실패한 8명의 응답은 추후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1차 과제 수행 결과를 통해 제시한 학업 실패 상황에 대한

조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과제 수행 전 목표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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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도록 한 후, 과제 수행이 마무리된 후 목표점수보다 낮은 임의의

점수를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실패를 조작하였다. 이후 조작 확인 단계에

서 1차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1점(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5

점(매우 만족스럽다)로 응답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실패에 대한 조

작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조작 확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이 중

1차 수행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8명은 실패 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44 103 46 8 0

% 21.9% 51.2% 22.9% 4.0% 0%

<표 Ⅳ-1> 1차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한편, 실패 조작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한 1차 과제 점수는 실

험 프로그램 상에서 사전에 입력한 목표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제시되도

록 일괄 설정하였지만, 결과로 제시되는 점수가 실험 프로그램에 의해

임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연구참여자마다 제시된 결과를 실패로

인식하는 정도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1차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응답을 실패가 조작된 정도로 간주하고 추후 분석에서 통제변수

로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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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각 변수 간 상관을 <표 Ⅳ

-2>에 제시하였으며, 4개의 실험집단 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

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지향, 자기손상화, 학업 자기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습시간의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08로 부적

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통제변수인

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지향, 자기손상화, 학업 자

기개념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과제수행 간의 상관은 .09로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통제변수 중 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학업

자기개념은 과제 수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연습시간과 과

제수행 간 상관은 각각 .10으로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는 -.83에서 .29, 첨도는 –1.26에서 .36의 범위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

아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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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

2. 숙달목표지향 .32*** -

3. 수행접근목표지향 .47*** .38*** -

4. 수행회피목표지향 .33*** .21** .69*** -

5. 자기손상화 .19** -.11 .24*** .38*** -

6. 학업 자기개념 .17* .30*** .26*** -.04 -.13 -

7. 연습시간 -.08 .11 .04 -.02 -.04 .12 -

8. 과제수행 .09 .15* .16* -.09 -.08 .43*** .10 -

평균 5.17 4.85 4.09 3.36 3.45 2.73 4.70 2.05

표준편차 1.01 1.34 1.45 1.36 0.73 0.74 2.31 1.09

왜도 -.63 -.83 -.37 .18 -.32 .29 .16 -.21

첨도 .05 .36 -.48 -.52 .20 .12 -1.2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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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N = 193)

숙달목표 ×

연습 부여
(n = 51)

통제집단 ×

연습 부여
(n = 43)

숙달목표 ×

연습 미부여
(n = 51)

통제집단 ×

연습 미부여
(n = 4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5.26 1.03 5.03 1.22 5.33 0.92 5.02 0.87

숙달목표지향 4.62 1.38 4.90 1.59 5.19 1.14 4.70 1.23

수행접근목표지향 3.87 1.39 4.10 1.59 4.32 1.47 4.08 1.37

수행회피목표지향 3.16 1.39 3.25 1.43 3.64 1.32 3.36 1.29

자기손상화 3.37 0.77 3.33 0.82 3.54 0.69 3.54 0.64

학업 자기개념 2.82 0.78 2.89 0.89 2.69 0.69 2.54 0.58

<표 Ⅳ-3> 실험집단 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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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숙달목표 및 연습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지향), 자

기손상화 성향, 학업 자기개념, 결과 만족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가 행동

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휘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상호작용항 간의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평균화

(centering)한 뒤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5).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본 분석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R2 = .20, F(13, 179) = 3.44, p < .001로 종속변수인 연습시

간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예측함에 있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

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B = 1.31, SE B = .64, β = .30, t = 2.05, p = .042). 구체

적으로 각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 3번 모형을 활용하

여 각 집단변인(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의 수준에서 학

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conditional effect)를 확인하였다.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시한 집단과 연

습기회를 제시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한 뒤, 각 집단에서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실패 전 연습기회 제공 집단에서 나타난 관계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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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Ⅳ-1]에, 실패 전 연습기회 미제공 집단에서 나타난 관계의 양

상을 [그림 Ⅳ-2]에 표시하였다.

B SE B β

결과만족정도 -.74** .24 -.22

숙달목표지향 .16 .13 .09

수행접근목표지향 .01 .17 .01

수행회피목표지향 -.04 .17 -.02

자기손상화 성향 -.04 .24 -.01

학업 자기개념 .52* .24 .17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A) -.26 .37 -.12

숙달목표 제시(B) -.58 .44 -.13

연습기회 제시(C) -1.82*** .46 -.40

A × B -.54 .49 -.17

A × C -.34 .45 -.12

B × C .79 .64 .15

A × B × C 1.31* .64 .30

R2 .20

F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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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연습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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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진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숙달

목표 제시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Ⅳ-1]

과 같다.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숙달목표 제시 × 연습기회 제공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연습시간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

었으나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B = .17, SE B = .31,

t = .55, p = .583). 반면, 목표 통제 × 연습기회 제공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연습시간 간의 부적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B = -.61, SE B = .29, t = -2.10, p = .037). 이에 따라,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졌을 때 숙달목표가 제시될 경우 학업적 자기가

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연구가설 1-1).

[그림 Ⅳ-1]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 실패 전 연습기회 제공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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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이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맺는 관계는 [그림

Ⅳ-2]와 같다.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숙달목표 제시 × 연습기회 미

제공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연습시간 간의 부적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80, SE B = .35, t = -2.29, p = .023). 목

표 통제 × 연습기회 미제공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연습

시간과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B = -.26, SE B = .37, t = -.71, p = .476). 이에 따라, 실패

전 연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숙달목표가 제시될 경우 학업적 자기

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은 지지되지 않았다(연구가설 1-2).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그림 Ⅳ-2]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 실패 전 연습기회 미제공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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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여부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는 연습기회 제시 여부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B = -1.82, SE B = .46, β = -.40, t = -3.92, p = .0001).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B = -.26, SE B = .37, β = -.12, t = -.71, p = .476)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B = -.58, SE B = .44, β = -.13, t = -1.32, p =

.188)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4.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숙달목표 및 연습 여부에

따라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숙달목표지향, 수행접근목표지향, 수행회피목표지향), 자

기손상화 성향, 학업 자기개념, 결과 만족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휘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평균화(centering)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이 2차 과제 수행으로부터 얻은 실제 수행점수를 투입하였다.

과제수행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 80 -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본 분석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R2 = .52, F(13, 179) = 5.16, p < .001로 종속변수인 과제 수

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과제 수행을 예측함에 있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 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B

= .24, SE B = .29, β = .12, t = .84, p = .403). 이에 따라, 실패 전 연

습기회 제공 여부와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과 과제 수행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B SE B β

결과만족정도 -.29** .11 -.18

숙달목표지향 -.01 .06 -.01

수행접근목표지향 .16* .08 .21

수행회피목표지향 -.19* .08 -.24

자기손상화 성향 .03 .11 .02

학업 자기개념 .56*** .11 .38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A) .24 .17 .23

숙달목표 제시(B) .01 .20 .01

연습기회 제시(C) -.19 .21 -.09

A × B -.46* .22 -.30

A × C -.20 .21 -.14

B × C .09 .29 .04

A × B × C .24 .29 .12

R2 .52

F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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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 과제수행을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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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1, 2-2).

한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간의 이원상호작

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46, SE B = .22, β =

-.30, t = -2.05, p = .042). 이원상호작용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통제변수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숙달목표 제시 여부,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의 이원상호작용을 회귀모형에 투입

하고, Hayes(2017)의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활용하여 숙달목표 제

시 여부에 따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숙달목표가 제시된 경

우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은 과제 수행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B = -.19, SE B = .11, t = -1.74,

p = .084). 다음으로, 목표 통제 집단에서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은 과제

수행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12, SE B = .11, t = 1.11, p = .269).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연습기회

제시 여부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B = .24, SE B = .17, β = .23, t = 1.46, p =

.147), 숙달목표 제시 여부(B = .01, SE B = .20, β = .01, t = .06, p =

.952), 연습기회 제시 여부(B = -.19, SE B = .21, β = -.09, t = -.88, p

= .379)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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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1. 논의

본 연구는 학업 실패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

손상화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

향이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실패 전 연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아

래와 같다.

첫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실패 전 연습 여부에 의한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해석을 위해 구체적으로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 여부에 따른 네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숙달목표를 제시받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관

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숙달목표를 제시받은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

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달목표를 제시

할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낮게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듯 본 연

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연구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의 이

유는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행과제인 서술

형 국어문제는 연구참여자들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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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내신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의 활

동을 통해 서술형의 국어문제를 수행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연습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험과제와 비슷

한 유형의 과제를 사전에 연습해 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참

여자들은 실험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였으므로, 실험에서

주어지는 연습시간을 통해 수행결과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제공

받았을 때 연습시간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

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과제의 목적이 자신이 가진 언

어실력의 향상에 있다고 안내를 받은 숙달목표 제시 집단의 경우 2차 과

제에서의 실패는 1차 과제보다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 즉 숙달

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

에게는 2차 과제 전 연습시간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점수의 향상을 이루

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자신의 학업적 유능성에 대한 위협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아직 주어진 과제를 직접적으로 연습한 경험이

없으므로 예상되는 실패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학업적 유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습시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비록 과

제의 숙달에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손

상화 전략을 사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학습자들은 2차 과제에서 숙달의 실패를 경

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과제의 숙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습시간을 높게 보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익숙

한 과제에 대해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숙달목표가 제시되면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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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Niiya et al., 2010; Niiya & Crocker, 2008)에서 보고한 바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가 상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Niiya와 Crocker(2008)의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이전

에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에세이 과제를 제시한 뒤 실패 피

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지향의 수준 둘

모두를 높게 보고한 연구참여자들은 실패에 따라 상태 자아존중감의 하

락을 크게 경험한다는 점이 나타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업적 자기

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서 실패를 경험한 경우 숙달목

표를 처치하는 것은 실패의 의미를 수행 자체의 실패로부터 숙달의 실패

로 바꾸는데 그칠 뿐임을 언급한다(Niiya & Crocker, 2008; Crocker et

al.,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과제 자체의 숙달이 아닌 숙달을 통한 자기

가치의 확인에 초점을 두는 학습자들은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같은 전략

을 사용함으로써 숙달 자체에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보호

하는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공한 경우, 숙달목표를 제시받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정적으

로 예측하였으나, 숙달목표를 제시받은 집단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과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실패 전 연습기

회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숙달목표 제시 처치가 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특히 연습시간이 주어진 경우

숙달목표를 제시한 처치가 오히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행동적 자

기손상화의 부적 관계를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Niiya et al., 2010)에서 보고한 바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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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는 실패 전 이미 주어진 과제 자체를 연습해 본 경우,

자기가치를 보호함에 있어 연습시간을 회피하는 것보다 주어진 과제의

중요성 자체를 폄하(discounting)하는 등의 다른 방식이 보다 유효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orton et al., 2012). 비록 실험에서 주어

진 과제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유형의 과제라 하더라도, 실험을 수

행하기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과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습해

본 경험은 없는 상태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숙달목표가 제시된 집단에서

실패의 의미는 1차 과제에 비해 2차 과제에서 실력의 향상을 보이지 못

하는 숙달의 실패에 해당한다. 숙달목표와 더불어 실패 전 연습시간이

주어진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비록 숙달

의 실패로 인해 자신의 가치감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

라도 이미 주어진 과제를 한 차례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

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습의 회피를 통해 숙달의 실패에 대한 변명을 마

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은 1차 과제 수행 전 주어진 연습시간 자

체가 충분치 않았다거나 주어진 과제 자체가 자신의 학업적 유능성을 가

리키는데 타당한 과제가 아니라는 등과 같이 자기가치 보호를 위한 다른

방식의 인지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

에서 주어진 과제의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전략 또한 자기손상화의 일환

일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örök, Szabó, & Tóth, 2018). 그러므로 만일 실패를 하기 이전에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충분한 연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실험 상황을 구

성하였거나 1차 과제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실험과제

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혹은 중요성을 측정하였다면, 숙달목표를 제시하

였을 때 나타나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손상화 간의 관계가 보

다 명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차 과제 수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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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시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확

인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평가 절하

와 같은 다른 방식의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실패 전 연습 여부에 의한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

지 않아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숙달목표 제시 여부에 따른 이원상호작

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 숙

달목표 제시 집단과 목표 통제 집단 모두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과

제 수행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유의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숙달목표를 제시한 집단에서는 학업적 자기가

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과제수행이 낮아지는 경향이 미미하게 유의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차 과제에서 실패를 경험한 경우 숙달목

표를 제시하여 실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처치가 높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학습자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하였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숙달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 높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과제의 숙달 그 자체보

다 과제 숙달에의 성공을 통한 자기 가치의 확인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

성이 높다(Crocker et al., 2006; Crocker et al., 2010). 1차 과제에서 실

패를 경험하였을 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2차 과

제에서 숙달에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안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과제 수행 그 자체 외에 다른 측면

에 자기조절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함으로써 수행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아고갈의 관점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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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과제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Crocker와 동

료들(2006)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느낀 불안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측

정하지 않았으며, 본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조건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수준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

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영역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이 나

타낼 수 있는 부적응적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기가치 수반성 척도의 요인구조가

Crocker와 동료들(2003)이 제안한 자기가치 수반성의 요인구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치 수반성 척도를 개

발한 Crocker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의 요인은 학

업적 유능감, 경쟁, 외모, 타인의 인정, 가족의 지지, 도덕성의 7개로 나

타났으나,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혜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유능감과 경쟁 요인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인식에서 학업적 유능감으

로부터 자기가치를 찾는 것과 타인과의 경쟁에 의한 결과로부터 자기가

치를 찾는 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쟁

지향적인 학업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같은 부적응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

로써, 선행연구에서 밝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영향이 국내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가치 수반성과 같은 개인 수준 변인에 의해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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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숙달목표 처치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완화 효과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숙달목표를 처치했을 때 오히려 행동적 자기

손상화를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달목표를 제시한다 하더

라도 학습자가 학업적 결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둘

경우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같은 부적응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숙달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적응적 효과

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낮은 경우 두드러지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숙달목표 처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과제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연습기회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를 실험적으

로 조작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과제를 수행하기 전 과제 숙달을 위

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숙달목표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연습 여

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수행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친밀도를 통

해 연습 여부를 다루었거나(Niiya & Crocker, 2008), 행동적 자기손상화

나 과제수행과 같은 실제 행동이 아닌 자아존중감 혹은 귀인의 변화와

같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의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Niiya et al., 2010)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과

제수행과 같은 실제 행동 변인을 대상으로 하여, 숙달목표 제시 여부와

연습기회 제공 여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과 숙달목표 제시 여부, 실패 전 연습 여부가 행동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실험 상황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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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숙달목표 처치와 같은 개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

선적으로 학습자들이 가진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학업적 결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학습자들에

게는 숙달목표 제시와 같은 교육적 개입이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자기가치에 대한

염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기가치 확인

(self-affirmation) 등의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자기가치 확인은 자기가

치에 대한 위협 정보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글로 써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Cohen &

Sherman, 2014). Crocker와 동료들(2008)은 자기가치 확인 개입이 자기

가치 수반성에 따른 방어적 행동과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 혹은 공동체의 맥락 속에

서 어떠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를 주지시키는 자기가치 확인 개입은 자

기가치에 위협이 되는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이는 자기가치 수반성을 다룬 연구들에서 학업적 유능감이나 타

인의 승인과 같이 외적인 평가에 민감한 영역에 자기가치를 수반한 경우

보다 신의 사랑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영역에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경

우가 보다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Kernis, 2003; Vonk & Smit, 2012). 이렇게 볼 때, 학업적 유능감이나

경쟁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는 다른 개입에

앞서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영역을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바꿔주거나 자

기 자신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기가치가 위협을 받는 상

황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는 개입이 우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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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가 1회기의 실험 상황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실패 전

연습기회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숙달목표를 제시했을 때 학업적 자기

가치 수반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과 관련된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실패 전 연습기회를 제공했을 때

숙달목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높아질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에 제공받은 연

습시간을 과제 숙달에 충분한 시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숙달목표 처치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맺는 관계에 있어 충분한 연습시간의 제공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패 조작을 확인함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실패

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1차 과제의 결과에 대한 만족

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

가치 보호의 암묵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실패’라는 단어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여 실패 조작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 개념상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학업 맥락에서의 학업 실패 상

황으로 일반화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도중 연구참여자가 느낀 불안, 혹은 실

패를 경험한 이후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의 변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실패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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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높은 학습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변인을 고려하

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치에 위협이 될 만한 단서를 맞닥

뜨린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택할 수 있는 자기가치 보호 전략은 연습시간

의 회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Török, Szabó, &

Tóth, 2018). 그러므로 연습의 회피와 같은 행동적 결과 외에 평가 불안,

과제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등과 같은 심리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체를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높낮이가 행동적 자기손상화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Vonk와 동료들(2017)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

이 실험 상황에서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들은 모

든 사람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치를

위협하는 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외부 단서에 의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

험적인 조작을 통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숙달목표 제시 집단에게 제공한 메시지가 과제

자체의 숙달이 아닌 실력의 향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는 숙달목표 제시 여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한 선행연구(김은하, 2014;

Elliot et al., 2006; Shimizu et al., 2016; Steele-Johnson et al., 2008)를

바탕으로 타인 참조적 평가가 아닌 자기 참조적 평가를 숙달목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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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념화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실

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숙달목표 처치로 제

공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라는 메시지가 연구참여자들에

게는 수행결과로부터 나타나는 점수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

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학업적 유능감에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것과

경쟁에서의 성공에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것을 동일한 요인으로 인식한다

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제공한 숙달목표 메시지가 과제 수행

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처치를 위한 메시지를 제공함에 있어 수행 결과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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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 측정문항

Crocker와 동료들(2003)이 개발하고 장혜경, 신민섭과 송현주(2013)가 국내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 중 학업 성취 수반성 7문항을 활용함.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나의 자기-존중감은 나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

나에 대한 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과제에서 얼마나

잘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

나에 대한 가치감은 타인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나의 학업적 수행이 부족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나쁜 느낌을

갖는다.

내가 학업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해 만족스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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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목표지향 측정문항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SMILES 척도 중 숙달목표 5문항, 수행접근목표 5

문항, 수행회피목표 5문항을 활용함.

가. 숙달목표지향

나. 수행접근목표지향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 목표는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 목표는 배운 것을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해서이다.

학교수업에서내가공부하는이유는새로운내용을습득하기위해서이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학교수업에서내가공부하는이유는다른학생들보다우수하다는것을보이기위해서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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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회피목표지향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수업에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부족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학교수업에서내목표는다른학생들보다낮은점수를받지않는것이다.

학교수업에서내가공부하는이유는다른학생들보다뒤떨어지는것을숨기기위해서이다.

학교 수업에서 내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못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학교수업에서내가공부하는목적은내능력부족을드러내지않기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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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손상화 측정문항

Jones와 Rhodewalt(1982)가 개발한 자기손상화 척도를 류정희(2006)가 번안하

고 김아름(2009)가 수정한 척도를 활용함.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뭔가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는 우선 환경을 탓하고 싶어진다.

나는 가능하면 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것 같다.

시험이나 수행평가 전에 매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주변의 소음이나 잡념 때문에 쉽게 방해를 받

는다.
나는 지거나 실패했을 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경쟁적인 활동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아픈 것도 때때

로 괜찮은 것 같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잘 못할 때, 나는 잘하는 다른 일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상황을 합리화하고 싶

어진다.
나는 스포츠, 카드게임 등 재주나 재능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운이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때때로 나는 너무 우울해져서 쉬운 일도 어렵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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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 자기개념 측정문항

김용래(1995)의 자아개념 척도 중 학업능력 자아개념 12문항, 학업성취 자아

개념 12문항을 활용함.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현재배우고있는모든교과목의내용이나의능력에알맞다고생각한다.

나는 내용에 대한 문제 풀이에 자신이 있다.

나는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교과목이든 그 수업시간에 이해한다.

나는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보다도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나의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이다.

나는 나의 친구들보다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반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인정한다.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으로 인정한다.

나는 학교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

나는 나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학업 성적을 받는다.

나의 학업성적은 우리 반에서 우수하다.

나는 부모님이 나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우수한 학업성적에 자부심을 느낀다.

선생님은 나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믿고 있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좋은 학업 성적을 받고 있다.

우리반 아이들은 나의 학업성적을 부러워한다.

나는 나의 노력만큼 좋은 학업성적을 받는다.

나의 학업성적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하다.

나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학업성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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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Mastery

Goal, and Opportunity to Exert

Efforts on Self-handicapping

Jinwoo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mastery goal intervention, and

opportunity to exert efforts before failure, on self-handicapping and

task performance in academic failure situations. A total of 213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193 student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of the mastery goal (i.e.,

mastery goal group, control group) and the presence of opportunity to

exert efforts before academic failure (i.e., practice group, control

group). Using essay writing tests as an experimental tas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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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failure situation was manipulated, and interaction effects

among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mastery goals, and

opportunity to exert efforts on self-handicapping and task

performance were examined.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opportunities to exert efforts were not provided, and mastery goal

messages were presented,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predicted behavioral self-handicapping positively. Also,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predicted behavioral self-handicapping

significantly when opportunities to exert efforts were provided, and

goal orientation messages were controlled. In contrast,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did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 to

behavioral self-handicapping in the other two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mastery goal can induce self-protective

strategies, such as self-handicapping in the academic failure situation

when students have a high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Because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are highly likely to focus on their own

self-worth rather than mastery of the task itself, they can show

maladaptive behavior in order to protect their self-esteem when

failures are expected, even though mastery goal orientations are

emphasized. On task performance, a high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marginally predicted low levels of task

performance in the mastery goal group. These results imply that

inducing mastery goals can cause negative states, such as test

anxieties, when students stake their self-worth on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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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should be considered when understanding

students’ behavior in academic failure situations. Interventions which

can reduce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are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maladaptive behavior caused by concerns about

self-worth.

Key words: self-esteem,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mastery

goal, opportunity to exert efforts, self-handicapping, academic failure

Student Number: 2017-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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