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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목표설정
유형별 매개역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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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점차 조직행동 분야에서 개인의 동기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

로 부각되었다 (Miner. 2002: Kreitner & Kinicki. 1998)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개인이 어떤 과업에 임하여 설정하는 성과수준， 목표수준， 노력수준， 몰입정도 등이

높아짐으로써 성과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대두되었으며 지
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도 매우 많았다 (Judge

& Bono , 2001: Sta.i kovic & Luthans ,

1998: Bandura & Wood , 1989: Bandura , 1982) 그러나 한편， 지금까지 밝혀진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온 학자들도
적지 않다 (Vancouver ，

Th ompson , 뀐 schner & Putka , 2002: Vancouver , Th ompson ,

& Williams , 2001: Whyte & Sake , 1999)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하거나 더 복잡한 성공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까닭은 그들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혹은 조절변
수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불 수 있다

그런데 Locke & Latham (l 990l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크기나 강도는 개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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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표의 수준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목표의 수준은 개인의 능력

이나 과거의 성과보다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과거의 성과는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목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Bandura ， 199 1: Locke et a 1., 1984]. 또한 목표설정이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
향요인이 된다는 조사결과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Locke & Latham , 1990].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목표를 마리 세워놓고 일을 진행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은 스포츠계나 학교학습， 그리고 회사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속
입증되어 왔다 [Lee ，

Sheldon & Turban , 2003: Locke & Latham , 1985: Hackman

& Oldham , 1976J 그리고 VandeWa l! e et a1.(1 999) 은 판매원의 매출액이 목표설
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Phillips & Gul! y (1 997) 은

학생들의 성적이 목표설정 후에 증대된다는 조사결과도 얻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자기효능감 목표설정수준-성과라는 일련의 매개과정을 추론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편 목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뷔어진다. ’학습목표’와 정과목표’가 그
것이다. 이 두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과업에 대한 반웅양

식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Farr ， Hofmann & Rigenbach , 1993J

즉 학습지향성의

사람은 어떤 과업에 직연하여 소위 적응적 반응 (adaptive response) 을 하고 성과지향
성의 사람은 부적응적 반응 (maladaptive response) 을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인내를

가지고 더 도전적인 행동을 하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여 좋
은 결과를 내지만 후자는 어려운 일은 피하고 난관에 봉착하면 후퇴하고 포기하는 반응

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목표설정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은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린 과거의 연구결과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효능감이 학습지향목표와 결합된 때와 성과지향목표와 결합될 때의 반응행동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기효능감 성과사이에서 목표가 매개역할을 할 때 그 목표가

학습목표인가 성과목표인가에 따라서 반응행통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초점은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에서 목표설정이 매개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가
학습목표가 아닌 성과목표일때에는 매개역할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과

엽현장(학생틀의 수업)에서 설증해 보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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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늠감과 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이 어떤 과업에 임하여 설정하는 성과수준， 목표수준， 노력

수준， 몰입정도 등이 높아짐으로써 성과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매우
많았다 [Judge

& Bono.

2001: Stajkovic

& Luthans ,

1998: Bandura

& Wood ,

그리고 이제 자기효능감은 조직행동 분야에서 중요한 동기화

1989: Bandura , 1982J.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조직의 성과 및 구성원의 직무만족이나 동기부여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Bandura ，

1997: Hysong &

Quinones , 1997J. Bandura (1 991) 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업에 직면하여 그 일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능력
이란 획득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면 능력은 획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을 쉽게 획득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므로 성과는 향상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자기표능감에 대한 선행변수로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성공경험， 개인의 정서적 상
태， 타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설득이나 감정적인 환기， 타인의 관찰을 통한 대리학습 등이
라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Bandura ，

1997J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성
적향상 [Multon ，

Brown & Lent , 199 1], 달리기 같은 스포츠 훈련 [Moritz ， Feltz ,

Fahrbach & Mack ,

2000J 의 경우에 자주 업증되어 왔고 실험실 연구뿐만 아니라 현

장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Stajkovic

& Luthans , 1998: Sadri &

Robertson , 1993J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심리적 동기향상에도 영향을 마친다는
것이 어른을 표본으로 할 때나 아이들을 표본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입증되는가 하

변 [Holden ，

Moncher , Schinke & Barker , 1990J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집단이 공통

으로 느끼고 있는 소위 집단적 자기효능감 (group self-efficacy) 도 그 집단의 성과향상

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Gully ，

Stajkovic & Lee , 2001J

‘

Incalcaterra , Joshi & Beaubien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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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확고 부통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근간에 오면서 의문을
생겨나고 이를 반증해

Thompson. Tischner & Putka

는
주

는
품

학자틀이

1

연구결과도 자주 눈에

띈다 [Vancouver.

2002; Vancouver. Thompson. & Williams.

2001; Audia. Locke & Smith. 2000; Whyte & Sake. 1999J

심지어 이들 연구

들 중에는 자기효능감이 결과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내포하는 것도
있다. 즉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항상 일관성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우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과

업에 직변해서 무모한 위험을 무릅쓴다든지 실수가 있어도 이를 수정할 생각을 않고 자
신의 능력만 믿고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 더 큰 실패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능

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노력보다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을 남보다 충분히 일찍 끝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시간투자도 남들보다 더 적게 한
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Stone (l 994l 의 연구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만 지나치게 의지한 나머지 오히려 그것이 낮은 사람보다 과업에 시간과 노력을 렬 투자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andura &

Jourden (l 991) 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성과가 더 낮았던 이유를 지나친 자기과신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헌신이 펼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성과의 관계연구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 [Taylor.

Lee & Gist. 1984; Barling & Beattie.

Locke.

1983J 도 많이 있지만 개인의 사고나 다

른 행동변수의 매개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예
i긍L
E즈

.!르cnl
i프 '-'

Bandura (997) 는

Oevel of effortl

자기효능강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의 노력수준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시간과 노

력이라는 자원을 해당과업에 더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과엽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한다

또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업이 어려워도 혹은 실패에 직면

해서도 인내력을 더

발휘하여 난관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성과 사이에 인내와 노력이라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Bandura.

1997. 1986; Stretcher et al

1995; Cervone & Pe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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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J
앞의 연구틀을 종합한다변 자기효능감은 성과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자극요인이라

고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과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딜램마는 최근

Vancouver et a l. (200 1.

2002) 와

Bandura

& Locke(2003) 사이에서도 자기들의 연구결과만 고집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
다

자기효능감의 옹호자라고 할 수 있는 Bandura & Jourden (1 991) 연구도 자기효

능감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은 그

렇지 않다는 새로운 반론을 펴서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기도 하지만 [Bandura

&

Locke , 2003 ], 분명한 사실은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에는 항상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처럼 자기효능감의 영향

에 관한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들은 자기효능감과 성과사이의 매개변수나 조절변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목표설정과 성과

지금까지 400여 개의 연구가 목표설정이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Locke

& Latham ,

1990J ,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일을 진행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속 입증되어 왔다 [Lee ，

Sheldon & Turban , 2003; Locke & Latham , 1985;

Hackman & Oldham , 1976]. VandeWalle et a l. (1 999) 은 판매원의 매출액이 목
표설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사설을 밝히고

있으며

Phillips & Gully

(1 997) 은 학생틀의 성적이 목표설정 후에 증대된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목표설정은 단기적 과업수행의 목표나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다

개인이 어떤 과업에 대하여 목표나 기준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것이 차후의 행동에

중요한 자기통제 (self-regulation)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다방면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
다

사회인지론 [Bandura ，

1986 ],

통제이론 [Campion

& Lord , 1982; Carver &

Scheier , 1981 ], 목표설정이론 [Locke & Latham , 1990 ], 등에서 주장된 바로는 인
간의 행동은 미리 정해 놓은 목표와 기준을 중심으로 조정된다고 한다 즉 미리 정한 목

표와 행동결과와의 격7.}(goal-performance discrepancies) 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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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려는 동기 (motivation) 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격차가 클 때 그것을

줄이려고 목표를 수정하든지 행동을 가감한다는 것이다 (Donovan

Bandura , 1986: Campion & Lord , 1982J

& Williams , 2003: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개인이 목표를 설

정하면 그것이 그의 행동을 조정하고 동기화시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목표설정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로서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간의 동기화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 (effort) ,

주의의 환기 (attention) , 의식의 각성 (awakening) , 방향성의 시사 (suggestion) , 노력
의 지속성 (durability) 을 틀 수 있으며， 후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노하우의 저

장 (storage) , 연구개발노력 (R&D)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획득， 다양한 전략의 구상 등
을들수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요약하고 있다

Locke &

Latham (1 985) 은 목표설정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첫째， 목표설정을 통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목표를 결정하면 평소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향한 지속적 노력이 가능하다

둘째， 목표설정을 통해 과제달성을

목표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셋째. 목표설

정은 실패위협이나 난관 속에서도 인내력을 길러 지속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목표는 개인에게 적절한 각성과 긴장감을 갖게 하여 주의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의 발전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향상된 능력은 성과에 이바지할 것입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이러한 연구성향은 목표-성과의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을 지양하
고 좀 더 구체적인 분석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설정의 효과는 개인적 능

력이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Donovan & Williams , 2003: Albail i.

2003 J.

예를 들면 어려운 과업일수록 훈련 학습지향적인 사람은 성과향상을 가져오지만

경쟁 성과지향적인 사람은 목표 성과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Bell

&

Kozlowski , 2002: Fisher & Ford , 1998: Boutton , Mathieu & Zajac , 1996 J.
이는 목표가 언제나 누구에게서나 성과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
사해주고 있는 셈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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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

Locke &

Latham (l 990) 에 의하면 자기표능갑의 크기나 강도는 개인이 선택한 목표

수준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목표의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나 과거의

성과보다는 자기효능감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나 과거

의 성과는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목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Locke et a l..

1984J 자기효능감은 스스로를 톱는다 또는 스스로를 방해하는 사고유형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로써 스스로를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대한 볼입이 높다는

것이다 [Wood & Bandura. 1989J.
이러한 연구결과는 Bandura (l 99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개인의 목표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효과는 자기효능감이 과거의 성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펀 조직에

의해 강제로 할당된 목표는 무엇이 달성가능하고 조직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실

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효능감도 높여주지만 개인의 목표설정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Gist &

Mitchell. 1992; Cervone & Peak. 1986].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어떤 과업에 직변하여 무조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사람보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최종 성과도 다른 사람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4

목표의 두가지 유형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다면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에는 목표설정의 수준이라는 매
개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목표수준을 높게 설
정하고 그것이 성과향상을 가져온다는 자기효능감 목표 성과라는 일련의 영향관계를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서처럼 항상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목표

설정을 하나의 차원으로만 보고 자기효능감과 성과의 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목표설정에 미치는 영향과 목
표설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는 추론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목표의 형태를 구분하여 그것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입증하고 있다 [VandeWalle

et al .. 1999: Dweck.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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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u.

1993: Elliott

& Dweck.

1988J 예를 들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찌기 개인의 목표설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토대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즉 목표설정은 학습목표， 통달목표， 숙련목표， 최소노력목표， 경쟁목표， 사회적
목표， 성과목표 등으로 구분한다

물론 이들 유형들은 상호 중복적이며 경계가 애매 모

호하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목표설정의 유형을 단순한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모순되거나 무의미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연구들을 다시 요약해보면 목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어진다

개인

이 어떤 과업에 직변하여 목표를 정할 때에는 자아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과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숙달하려는 경우 (mastery or learning goa l)가 있고 단순히 남보
다 앞서서 그리고 많이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우수성을 남들에게 (socia l) 보이기 위한 경

우 (competitive

or performance goa l)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명칭이 있지만 통칭하

여 본 연구에서는 전지를 ‘학습목표’， 후자를 .성과목표’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들 각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여러 번 입증
되었지만 조직행동분야에서는 많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를 재 입증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조사되지 않았던 자기효능감 성과 사이의 매개역할
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동기가 되었다. 즉， 목표설정의 유형별

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 그 매개효과를 항상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추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이에 대한 구별이 없이 자기효능감과 목표설
정이 성과 향상에 미치는 지의 여부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얘매하거나 모순된 결과만 얻
게 되었다고 본다

학습목표(l earning goal)를 세우는 사람들은 우선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
발하려는 욕망이 있다 [Pollio

& Humphreys. 1989J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수강 신

청하면서 목표를 세울 때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우고 싶다 ’ i 이 수

엽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 등은 학습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목

표를 세우면 그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며 홍미를 갖고 수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다

즉 학습목표를 갖는 사람들은 일에 적극 참여하며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또한 어려

운 국변에 처해서도 잘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해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성과가 오
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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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성과목표 (performance goa l)를 설정한 사람은 과업의 내용보다는 그 업적에

만 관심이 높은데 그 이유는 높은 엽적이 타인과 견주어서 우월하다는 사섣을 입증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Roberts (1 992) 는 이를 경쟁목표라고 칭하면서 이들은 타인과의 경

쟁을 즐기며 타인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성취욕구 때문에 설정되는 목표라고 한
다

수강신청의 예릎 들연 ‘나는 이번 학기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고 싶다 ’ 이

수업의 목표는 오직 좋은 학접을 얻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 좋은 점수룹 얻어서 내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란다.’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까지 실력 쌓
기에 전력투구하지는 않는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능력의 우수성을 유지하면
되므로 과엽의 결과만 좋으연 된다 [Graham

& Golan , 1991).

초기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목표를 단일 차원 (single continuum) 으로 취급한 채 성
과와의 관계를 연구했으나 [Elliott

& Dweck , 1988: Dweck , 1986J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독립적(i ndependent) 인 개염이라서 두 목표 모두를 가질 수도 있고
모두에

약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VandeWalle ，

1999).

그렇지만 이것이 단일차원인가 독립차원인가의 문제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

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1997: VandeWalle et a l.,

다만 이는 타고난 성격의 차이인데 인간의 발

달 단계에 따라서 학습지향적 혹은 성과지향적으로 된다고 한다 [Newman ，

5,

1998J

자기효능감， 목표， 성과의 관계

지금까지 알려져 온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사설을
밝힌 연구도 많다 [Vancouver ，

Thompson , Tischner

& Putka ,

Thompson , & Williams , 2001: Whyte & Sake , 1999J

2002: Vancouver ,

이는 앞서 밝힌 대로 자

기효능감의 효과가 특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효

능감의 영향을 받는 목표설정의 유형을 구분해야만 이들 변수들간의 정확한 상호관계 내

지는 매개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두 유형의 목표지향

에 따라서 과업에 대한 반응행동양식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Farr ，

& Rigenbach , 1993J
(adaptive

Hofmann

즉 학습지힐얘의 사람은 어떤 과업에 직면하여 소위 적응적 반응

response) 을 하고 성과지함a 의 사람은 부적응적 반응 (maladapt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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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인내를 가지고 더 도전적인 행동을 하며 어려운 난관에 부딪
혀도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내지만 후자는 어려운 일은 피하고 난관에
봉착하면 후퇴하고 포기하는 반응이다

이것이 Bandura 를 위시한 많은 연구자들이 보

는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학습지향의 사람은 자아성장과 개발을 목표로 과업을 대하지만 성과지향의 사

람은 타인과의 차별적 우수성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이고 어려운 과업을 회
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또 다른 연구도 성과지향의 목표플 설정한 사람은 도전적 과업이

나 어려운 일에는 관심， 홍미， 열성 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Bell

& Kozlowski ,

2002; Phillips & Gully , 1997; Boutton , Mathieu & Zajac , 1996J
한편， Bandura (l 986) 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했다. 물론 그 이후의 연구자들도 대부분 이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그렇다면 학습목표설정이 자기효능감과 결합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양한

방법과 인내력과 의지가 생겨서 노력을 더하고 마침내 성과향상에 공헌할 것이다- 그런
데 이러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목표설정이 학습지향의 목표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
기효능감이 성과목표와 결합된다면 어려운 과엽일 경우에는 자신감， 인내심， 의지도 약해
서 목표설정을 성과향상으로 유도할 만한 행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성과향상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Vancouver et a 1. (200 1.

2002) 의 조사결과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목표설정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은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거의 연구결과들은 재검토될 펼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효능감이 학습지향목표와 결합된 때와 성과지향목표와 결합될 때의 반응행동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과업을 진행해 나간다

연 어려운 과업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면서 노력도 더하고 깨우쳐

나가면서 결국은 이루어 내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학습지향의 목표설정

성과의 진행과정은 사실로 입증되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성과지향의
목표설정-성과의 일련의 매개과정은 구별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신의 능력만 믿고 목표에 볼입하지 않는다면
성과향상에 부(- )의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습목표 설정자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적응적 반응행동으로 목표
수준과 목표볼입이 높아 성과향상이 가능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성과향상이

입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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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성과목표 설정자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적응적 반응행동을 기

대하기 어려워서 목표수준이나 성과향상도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부적응적 반응

행동으로 목표수준도 낮아지고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앞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자기효능감과 성과 사이에서
목표설정 유형에 따라서 그 매개역할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효능감이 목표설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자기효능감이
성과향상에 유의척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얄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습목표설정과 성과

목표설정이 자기효능감과 성과에 사이에서 작용하는 매개역할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으며 이와 관련되는 세부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학습목표

난프흐갚

l//I

연 구 모 형

l~、\、

·과업만족도
과엽노력도

1

·최종성적

.

랜몰폰

1

※ 그림에서 실선은 정선보다 더 큰 영향관계를 표시함

가설

1:

자기효능감은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섣

2:

학습목표가 성과목표보다 성과에 더 큰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셜

3

학습목표가 성과목표보다 자기효능감과 성과를 비l 개하는 역할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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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모델의 독립변수로 되어 있는 자기효능강의 전형적인 측정방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효능강의 크기 (magnitude) 와 강도 (strength)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합하여 사용해 왔었다[B andura. 1986J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강도측면은 자기

효능감의 수준을 포팔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많은 학자들은 자기효능감의 강도측면에만
중점을 두어 조사하기도 하였다 [Donovan

& Williams. 2003: Ri ggS & Kn ight.

1994J 본 연구에서도 조직행동 수업을 듣는 과엽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의 강도를 중심
으로 측정하였는데

Donovan &

Williams(2003) 의 4개 문항과

Riggs & Knight

(1 994) 가 개발한 개인효능감 신념척도 (Personal Efficacy Beliefs Scale) 6개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수업실정에 맡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한 학기동안
이 수업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나는 이 수업을 받는데 필요한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다/’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Likert 7 점 척도(1=강한 부정

4= 중간，

7= 강한 긍정)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가정된 목표의 두 가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도 많이 있다

[Bouton et al ‘’ 1996: Mercier & Bauregard. 1994: Pintrich & Garcia.
1994: Pintrich & DeGroot. 1990]. Bouton et al.(1 996) 은 두개의 목표설정유형
을 각각 8개씩의 문항을 사용하여 5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업
과 직결되는 문항 4개씩만 선택하여 역시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목표설정유형을 측정

하기 위해 학기초에 조직행동과목(선택과목)에 등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 지
의 8 개 항목을 물었다

예를 들면 학습목표설정의 경우는 “조직행동 지식을 마스터하려

고 학기초부터 마음먹고 시작했다/’ “학기초에 이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목표를

세웠다"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성과목표설정은 “나는 이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받아 나의
평균성적을 올리려고 했다" “이 반에서 주변사람을 제치고 앞서는 것이 내 목표였다

”

등으로측정하였다‘
결과변수로는 과업관심도， 과업노력도， 최종학점의 세 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노력행동이 목표 성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미 전숭한 바 있다 [Bandura.

1997. 1986: Stretcher et al" 1995: Cervone & Peake. 1986 J 한편 학생수업
의 성과에 관한 어느 연구에서 목표설정을 두 유형으로 나눌 때 학습목표설정 때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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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라는 결과변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성과목표설정 때에는 학점에

더 큰 영향블 마친다는 사실이 조사된 적이 있다 [Harackiewicz et a l.. 1997J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들이 사용한 과업관심도와 최종학점을 결과변수로 사용하였다

최

종성적은 중간고사(객관식) 45%. 기말고사(주관식) 45%. 출석점수 10% 의 평균치로
계산하였으며 학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증분석을 위해 연구자의 조직행동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서베이법 (survey rese2rch) 에 의존하였다

3 개 반 총 332 명

중 조사 당일에 결석한 학생과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답변하는 등 성의부족으로 확신되는

응답을 제외하고 253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구성은 2 학년생이 70%. 나머지는
3.4 학년생이었으며 그 중의 70% 가 경영학부생이었고 남녀비율은 약 65 : 35 이었다

목표설정 부분은 학기가 시작될 때인 과거를 회상하여 답하도록 하였으며 자기효능감
과 성과변수는 현재의 시접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물룬 무기명이라는 제시어

에 의해 자유롭게 답했으며 설문작성이 끝난 후에 성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학번을 쓰게 하여 사후에 해당학점을 입력하였다

분석방법

3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해당목적에 적절히
사용하였다. 우선 학습목표설정과 성과목표설정이 제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기존

연구결과 [Bouton et al .. 1996J 를 재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변수들에 대한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통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계산하여 보았다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그
영향력의 크기 차이를 알아보려고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설시하였다. 또한 목표설정이

자기효능감과 성과변수 사이의 관계에 작용하는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3단
계

매개회귀분석기볍 [mediate

regression. Baron & Kenny. 1986: Van Dyne.

Graham & Dienesch. 1994J 음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의 의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반드시 개입 (intervening) 되어야 하는 변수플 의미한다
깨개역할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독립변수와 깨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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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이 유의하여야 하며，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에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면

불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 완전매개와 불완전 매개 모두를 매개효
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개효과 자체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aron

& Kenny (l 986)

는 다읍 〈표 1)에서처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1 > 매개번수

〈표

필요한 회해방정식

M

=

00 + ß1Xl + ç .................. CD

역할의 유무를 검정하는 방법

|

조 건

1

1 회귀방정식 @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해야 한다 (jll 이 유의해야 함)

01 + ß2Xl + ç .................. CZ!

12

회귀방정식 @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

Y

=

Y

= 02 + ß3Xl + ß4M + 11 ......... (3) 13 회귀방정식 @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해야 한다 (jl2가 유의해야 함)
으로 유의해야 한다 (ß4 가 유의해야 합)

주) Xl 은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M은 매개변수. ßl 은 회귀방정식 @에서의

ß2는 회귀방정식 @에서의

Xl 표준화 회귀계수，
Xl 표준화 회귀계수. ß3은 회귀방정식 @에서의 Xl 표준화 회귀계수，

ß，는 회귀방정식 @에서의 M 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IV. 분석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최종성적을 제외한 모든 설문항목은 Likert의 7 점척도를 사용했는

데 부적격항목 1 개(과업노력도의 “이 수업에 결석을 안 하려고 매우 애를 썼다7 를 제외
한 모든 문항의 각 평균은 4.35 에서 5 .4 6 까지 분포되어 있고， 표준편차는 0.97 에서
l. 44까지 분포되어 있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

구에서 조사할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반복 사용했던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번역상의 문제나 볼필요한 항목의 제거로 인한 편차 등이 있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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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 별로 그 신뢰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에 관한 신뢰도로 널리 알려진 Cronbach의

alpha 계

수를 이용했는데 〈표 2) 에 제시되어 있는 신뢰도 계수를 보면 모두 0.86 이상이다
적으로 계수가 0.70 이상이면 양호한 측정도구로 보기 때문에 (Nunnally.

일반

1978: Van

de Ven & Ferry. 1980)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표

2)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변수

문항수

신뢰계수

자기효능감

6
4
4
5
4

0.8674
0.9266
0.7777
0.9107
0.8888

과업목표
성과목표

과업만족도
과업노력도
」→

그리고 각 변수들의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1 개 항
목만을 제외하고

237ß

항목을 모두 넣고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에 의

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전방식은 직각행렬 (varimax) 방식을 사용하고 요
인부하량 (factor loading) 은

0.5 이상， 공유율 (communality) 은 0 .4 이상을 기준으로

각 변수간의 변별성을 확인하였다. 요인 적재치가 어느 정도의 값이면 유의한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변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Hair et a l.. 1995J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237ß 문항이 고유값 (eigen value) 이
l. 0 이상인 5 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당초 계획한 대로의 변수가 구분될 수 있었다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수가 설문항목의

4

내지 5 배가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설문항목

수는 모두 24개이며 표본 수는 253 개이므로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

구에 사용한 항목들의 적재치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각 요인간 개념구분이 타당
하게 이루어져 조사되었다고 볼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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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

공통성

목

재미

보람
흥미와관심
후회없는 선택
만족

우수집단속함
냥보다나음

자신감

난항극복감
노력기대
우위성
지식마스터
실력

능력개발과 확장
지식확보
최대의 노력
과업몰입
시간투자
헌신과인내

성적향상
상위권진입
능력과시
타인제압

Eigen

값

펀차비(%)

2.

3) 번수들의 타당도 검증

요인 1

요인 2

(과업단족도) (자기효능감)

요인 3

요인4

요인 5

(과업목표)

(과업노력도)

(성과목표)

.791
850
766
.670
671

.858
848
.829
777
764

099
.174
095
130
036

189
136
224
173
049

038
283
139
116
258

080
043
003
078
.128

.783
649
687
684
.589
492

092
-.001
.115
137
174
.133

791
.789
.750
.702
.680
597

102
065
072
303
201
322

168
135
158
129
-.039
101

331
062
.286
251
231
-.055

.875
.862
788
767

.193
192
172
.226

168
176
189
.318

.883
863
.821
.754.

140
154
.202
212

107
.161
085
036

.811
799
.788
.699

115
.193
.249
489

.151
160
132
111

177
.148
242
137

848
.832
.803
.653

.156
147
.071
.052

775
.761
601
427

.015
013
.229
.046

168
252
147
145

011
000
.192
.130

000
054
140
181

.864
.834
.636
595

2.979
12.953

l. 957
8.508

l. 642
7.138

l. 399
6.081

8.607
37 .4 22

‘

‘

‘

‘

‘

‘

‘

가설의 검정

1)

<가설 1> 의 검정

〈가셜 1)을 검정하기 위해 과업관심도， 과업노력도， 최종학점이라는 세 가지 결과변수
들 각각에 대해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단순회귀분석을 설시하였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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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기효능감과 성과변수의 회귀분석

R2

F

000

107

3 1. 062"*

6.768

000

151

45.805***

4.196

000

.062

17.606***

결과변수

p

t

과업관심도

332

5.573

과업노력도

393

최종학점

256

***:

p

p

< .001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P 값이

332. .393

.256 이며 유의수준도 모두 。。。이하이다 또한 R 2 도 모두 10.7%. 15.1%. 6.2% 이
다

따라서 최종학점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의문시되지만 자기효능감이 성

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은 대체로 지지되었으며 이는 과거의 많은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2) <가설 2)의 검정
〈가설 2) 를 검정하기 위해 학습목표설정과 성과목표설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세 가
지 결과변수들에 대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목표설정이 회꺼방정식에 투입되었을 때， 과업관심도를 20% 나 설명해주고 있다. 여
기에 성과목표설정이 추가되연 설명력은 겨우 1. 3% 증가한 2 1. 3% 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목표설정은 과업관심도라는 성과변수에 중대한 영향을 마치지만 성과목표설정
의 추가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변수인 과업노력
도나 최종성적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1 단계 회귀방정식일 때 학습목표

설정의 설명력은 22.7%( 과업노력도). 15.8%( 최종성적)이지만 성과목표설정의 추가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분은 각각

3 .4%.

0.7% 에 불과하였다. 결국 성과횡}^J-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성과목표설정보다는 학습목표설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써 〈가설 2)도 지지되었으며 과거 연구들처럼 목표설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했을 때
얻은 단순한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조사결과를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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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속변수

1 단계
2단계

l 단계
과업노력도

2단계

1 단계
최종학점

p

p

t

p

R2

F

447
412
120
477
419
193
398
371
090

7.926
7.003
2.049
8.594
7.363
3.391
6.864
6.125
l. 487

000
000
042
000
000
001
000
000
138

200

62.814 ***

213

33.906***

227

73.855***

261

44.223***

158

47.118***

165

24.777***

독립변수

과업관심도

**‘

5) 목표설정과 결과변수의 다중회귀분석

2단계

학습목표
학습목표

성과목표
학습목표
학습목표

성과목표
학습목표
학습목표

성과목표

< .001

3) <가설 3) 의 검정
〈가셜 3) 의 주요 관심사는 학습목표와 성과목표가 모두 자기효능감과 성과사이에서 똑
같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자기효능감으로， 매개변수를 목표설정수준으로， 종속변수를 과업관심도， 과업노력도， 최
종학점으로 설정하고 매개회귀분석 (mediate

regression. Baron

& Kenny.

1986) 을

실시하였다. 매개회귀분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2J 와 같이 매개역할
검정방법을설명한다.
〔그림 2) 매개역할 검정방법의 도식화

@ .............. ~

독립변수 (X)

@
φ

、

매개변수 (M)

. @‘
‘

종속변수 (y)

‘

--

매개효파의 판정: CD-@까지의 숫자는 회귀식을 나타내는 수치임- 매개효과가 유의하기
위해서는 회귀식 a:과 @의 P 계수가 유의해야 하며， 회귀식 @에서 @*의 P 계수는 유의하
고 @의 P 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역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의하더라도 ￠의 P 계수와 비교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출처

Baron

& Kenny (l 986).

만약 @의 P계수가 유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제한적인 매개효과가

Venkatraman (l 989) 의 서술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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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은 매개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은 독립변수 (X) 가 매개변수 (M) 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며 @는 독립변수 (X) 가 종속변수 (y) 에 미
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다

끝으로 @과 @* 은 독립변수 (X) 와 매개

변수 (M) 가 종속변수 (y) 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다
은 Baron

이런 방법

& Kenny (1 986) 가 제시했던 매개가설 검정조건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학습목표설정이 최종성적의 경우에는 완전매개를， 과업관심도와 과업
노력도의 경우에는 불완전 매개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성과목표의 매개역할은

과업노력도의 경우 불완전하게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종속변수에 대해
서는 매개 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습목표가 성과목표보다

자기효능감과 성과를 매개하는 역할이 클 것이라는 〈가셜 3)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학습목표
독립변수 (X)

자기효능

6) 목표설정의 매개역할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y)

(M)

과업관심

@식

@식

250
85.086

F

성과목표

독립변수 (X)

자기효능

.332'"

143‘
375'"

107
3 l. 062

209
34.321

과업관심

@식

@삭

F

‘
주

p

230
76.478
< .001 .• ,. p

(M)

과업노력

@식

@식

과업노력
@식
@.식

과업관심
@식
@*식

393'"
250
85.086
성과목표

332'"

151
45.805

.205"
374'"
253
43.615

종속변수 (y)

(M)

과업노력

@식

@식

280'"
108
107
230
112
3 l. 062 16.890 디6.478
< .0 1. ,. p < .05

종속연수 (y)

학습목표

(M)

최종성적

@식

￠식

최종성적
@식
@.식

503'"

과업노력
@식
@*식

483'"

483'"

성과목표

R2

종속변수 (y)

(M)

자기효능

종속변수 (y)

503'"

학습목표
2

@식
@.식

503'"

자기효능

R

과업관심

학습목표

250
85.086

.256"

.075
360'"

062
17.606

156
24.209

종속연수 (Y)

성과목표

(M)

최종성적

@식

@식

최종성적
@식
@*식

483 ’‘*
393'"
151
45.805

.312'"
167 ‘
169
26.656

256"
230
76.478

062
17.606

208"
100
066
9.876

숫자는 회귀계수 (ß). CIHID식은 〈그림 3> 에서의 회귀식 번호임， 음영부분은 매개유무 구분을
위한 것이며 왼 쪽에 비해 오른 쪽의 계수가 크게 낮아서 유의성이 없으면 완전매개， 유의하
더라도 크게 낮아지면 불완전 매개， 거의 비슷하면 매개역할이 없음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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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자기효능감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면서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이 겹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뚜렷한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대체로는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다른 연구들에서는 강화작용이 없던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
는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성과사이에 목표설정이라는 매개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목표설정의 형태에 따라서 매개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추론하에 이를 구체화하여 매개역할을 재 검증한 것이다

즉 목표의 형태를 전통적으로

크게 학습목표와 성과목표로 나누어 변수들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
능감은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되 성과목표보다는 학습목표설정예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성과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나 결과변수와의 관계가 희미하게 연결됨으로써 자기표능감과 결과변수 사이에
목표설정이 매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되 학습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통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철 수 있지만 성과목표를
세운다면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셈이다

그러므로 목표설정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사실과 자
기효능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설정되는 목표가 성과목표가 아닌 세련된 학습목표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자면 목표설정의 유
형별로 성과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재 확인한 것과 목표설정의 매개역할 정도가

설정된 목표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기에 수시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조직에서 조절이 가능한 변수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은 선발 시부터 구성원의 자기효능감
을 조사해야 하며 이들 변수를 관리대상으로 삼아 그에 알맞은 관리활통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목표는 개인이 설정할 수도 있으며 조직이 설정해줄 수도 있는데 학습목표

가 성과목표보다 직무성과와도 더 직결되는 것이며 자기효능감의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실험연구가 아니라 실제의 학습과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향을 토대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의의가 김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도 그 동안 목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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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목

표설정과 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실험실에서 실시할 경우 지나치게 강하게 혹은 약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현장연구의 경우 측정이 더 정확하다고
볼수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주로 자료수집과 관련되어 있다

기업현실에서 직장 종엽

원을 상대로 직무에 임하는 목표설정과 업적을 측정하여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했
다연 좀더 실무측면에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직무의 종류가 다양
하고 직무마다 개인적 목표설정의 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

인별 행동의 결과와 엽적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없어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다 오히려 본 연구의 가설이 탐색적인 만큼 실험실 연구는 아니더라도 실제 펼드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습현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한계점도 적지 않다

우선 기초자료를 응답자의 주관적 지각에 기초한 자기보고

식 (self-report) 설문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응답자의 개인적 욕구특

성이나 반응상황에 따른 공통방볍변량과 관련한 문제점이 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학

기초에 응답자들의 목표설정 유형을 조사하고 학기말에 결과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지만 이를 수행치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학기초를 회상하여 목표설정 유형을

웅답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이 과거의 회상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표본이 주로 동칠적인 한 클래스의 학생들인데다가 한 과목의 수업에 한
정되었다는 점도 결과의 일반화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이나 목표설정과 관련이 있는 다른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
점을 이들 변수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관련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이들 변수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한계점들
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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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ial Mediating Role of Goal
Set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Chang-Hee 1m.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o reveal the mediating effect of goal set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nd the impact of

self-efficacy on goal setting. In evolutionary theory. there are two types of
goal: learning and performance goal.
This study measured the differential mediating effect of these two types of
goals.

Using

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mediation hypotheses. the research result reveals tha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learning goal setting was more positively related to
outcome variables than performance goal setting
This study indicates that self-efficacy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learning goa l. but not on the performance goa l. Al so. the result
showed that the learning goa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outcome variables(task interest. level of effort. final grade of students).
but the performance goal does not mediat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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