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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패에 한 부담과 두려움은 집 력의 감소와 여러 방해 작용에 의해 성과

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많다. 특히 이러한 주제와 련해서는 스포츠나 무 활

동 혹은 학생의 성 에 한 연구가 많았다(Compte & Postlewaite, 2004; 

Esteve, 2003; Kray, Paddock, & Galinsky, 2008). 반 로 성공에서 비롯된 감정

은 다음번의 성과에 좋은 향을 미친다. 즉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다(Nisbett & Ross, 1980). 나아가 과거의 좋은 경험은 자신을 낙 으로 

평가하게 한다(Seligman, 1990). 회사원의 경우 과거의 성공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창의력 갱신과 동기향상에 도움이 되어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Greve, 

2003).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로 미래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직

무에 한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자아효능감 향상과 매우 한 계가 있다

(Bandura, 1997). 자아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은 그 업무에 한 차후의 몰입과 동기수 을 결정하고 나아가 그 업무

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과거의 성공경험과 타인을 통

한 간 경험 혹은 그들이 들려주는 나에 한 평가와 북돋아 주는 용기 등 여

러 경로를 통해서 오랜 동안 형성된다. 물론 한 개인의 자아효능감 수 은 직무

분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공부에는 자신감이 높더라도 운동에는 낮을 수 

있다. 이 역시 지내오면서 공부에서 겪은 경험과 운동에서 겪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련한 사  연구들을 보면 과거성공이 자아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

고(Bandura, 1997), 더 나아가 자아효능감이 소진(burnout)과 몰입(engagement)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Heuven, Bakker, & Schaufeli, 2006; 

Xanthopoulou, et al., 2007). 그리고 소진과 몰입은 이직이나(Anderson, 2008) 

조직컴미트먼트나(Hakanen, Schaufeli, & Ahola, 2008) 직무만족(Aiken et al., 

2002) 같은 성과변수의 요한 선행변수임이 입증된 바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이들 개별  연구들을 한데로 모아 매개변수로 넣어 하나의 종합모형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한편 학생의 공부라는 직무와 회사원의 직무는 소진과 몰입의 에서는 차

이가 없다고 단된다. 학 을 따려고 수업에 참석하고 숙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것은 직장일과 마찬가지로 소진과 몰입과 직 련이 큰 하나의 직무이다. 

그리고 직장업무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든지 수를 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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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가 분명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미 소진/몰입과 련한 많은 연구들이 기

업뿐만 아니라 학생을 상 로 이 진 바 있다(Orbo, 2005; Duran, et al., 

2006; Salanova et al., 2009; Salmela-Aro, Tolvanen, & Nurmi, 2009). 나머지 

변수들인 과거성공, 자아효능감, 성  등에 해서도 역시 학생과 직장인의 구

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심리학 에서 본다면(Friedrickson, 1998;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자아효능감은 정  감정이므로 소진의 감소보다는 몰

입의 증 에 더 많은 향을 미쳐야 한다. 즉 자아효능감은 직무소진의 원인으

로서 보다는 직무자원(job resources)으로 보아 소진의 감소보다는 몰입의 증가

와 련이 더 깊다고 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표본을 사용하여 그동안 과거성공, 자아효능감, 소

진과 몰입, 성 향상 간의 향 계를 종합 으로 살펴보려는 것으로서 본 연구

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과거성공과 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자아효능감의 매개역할 검증  

- 자아효능감과 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소진과 몰입의 매개역할 검증

- 자아효능감의 향력의 정  측면(몰입향상)과 부정  측면(소진감소)의  

    비교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1. 자아효능감의 매개역할

1.1 과거성공과 자아효능감

과거의 성공이 성과향상에 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  과정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지만 그 매개변수로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자아효능감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은 Bandura(1977, 1982, 1997, 2003)에 의해 개인간의 

심리  차이를 설명하기 한 종합 인 틀로서 처음 제시된 이래 교육심리학, 

산업심리학, 심리치료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Miner, 2002) 최근 들어 인간의 정  측면을 연구하는 정

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의 주요 연구변수로 다시 각

을 받고 있다(이동섭 외, 2009). 

인간은 자기통제 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성공하면 자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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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해 내재 으로 동기화되고 높은 자아효능감을 갖고 

더 노력하며 인내로 근한다(Gaskill & Woolfolk Hoy, 2002). 그리고 귀속이론

에 의하면 자존  편견에 의하여 성공은 주로 자신의 내부(능력과 노력) 탓으로 

돌리고 실패는 주로 외부 탓으로 돌린다(Hilary & Menzly, 2006). Miller(1976)

에 의하면 사안이 요할수록 이기  귀속을 더 한다고 한다. 이를 제한다면 

성 은 학생에게 매우 요한 것이므로 과거의 좋은 성 결과에 해 학생들

이 자신 때문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할 것이며 자신감과 자아효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  인지론(SCT: social 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의 

원천은 과거의 성공경험, 타인성공의 간 경험, 타인의 설득과 지원, 정서 ㆍ심

리  다짐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성공을 일단 한 번 경험하면 숙련이 

높아지고 요령도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 부터는 망설

임 없이 도  태도로 과업에 임할 것이다. 둘째, 타인의 시행착오나 성공장면

을 보고 간 으로 배우고 나서 얻어지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다. 셋째, 타인의 

설득과 지원에 의해 자아효능감이 생기는데 를 들면 상사 혹은 동료들이 용

기를 불어 넣어 주고 칭찬을 해주는 경우이다. 즉 나 혼자만의 자신감은 혹시 

틀렸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인정하고 동조해 다면 확신감이 증가하여 자아효

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오히려 남들이 용기를 깎아내리는 식으로 말한다면 자아

효능감은 당연히 어들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설득이 일시 이고 약소한 것이

라서 틀린 결과가 나온다면 그 향력 곧 사라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

에 부딪쳤을 때 그들이 받는 심리 인 압박감, 피로감, 스트 스, 조와 불안감 

등 심리  상태 혹은 감정  반응이 자아효능감의 요한 선행요인이 된다

(Bandura, 1986; Pajares, 2001). 

그런데 이 에서 자아효능감 향상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진 것이 에서 말

한 첫 번 째 요인인 자신의 직  경험이다(Bandura, 1997). 왜냐하면 자신이 구

체 인 상황에서 직  경험했고 성공과 실패의 구체 인 증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성공은 여러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의 요한 선행변수로 

명되어 왔다(Schunk & Ertmer, 2000). 어떤 일에 한 정 인 결과와 성공

의 축 은 자아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다(Bandura, 1997; Pajares, 2001). 

뿐만 아니라 일반  자아효능감과 특수한 자아효능감은 상호 한 계가 있

다는 사실도 밝 졌다(Yeo & Neal, 2006). 즉 특정한 업무에 성공하면 비단 그 

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 일반  업무를 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

다. 심지어 사람들은 성공으로 인하여 자신을 지나치게 신임하는 결과를 낳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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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layman et al., 1999). 분명한 사실은 과거성공은 자아효능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1.2 자아효능감과 성과

두려움에 한 감수능력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공포

를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

라고 명명한 Bandura(1977)의 연구 이후 이 개념은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업의 성공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믿

음이다(Bandura, 1986). 그러므로 자아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이 어떤 과

업에 임하여 설정하는 성과수 , 목표수 , 노력수 , 몰입정도 등이 높아짐으로

써 성과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Judge & Bono, 2001). 그리고 성과는 능력보다 

자아효능감의 고 에 따라 매우 많은 향을 받는다(Pajares & Schunk, 2001).

특히 학생의 경우 자아효능감은 모티베이션의 선행변수가 되면서 동시에 최

근에는 미래의 학습성과를 올리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Elias & Loomis, 

2004). 를 들면 학생이 어려운 수업을 회피하고 공부에 취미를 잃고 성 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무능력보다는 낮은 자아효능감 때문이라고 한다

(Schunk & Ertmer, 2000).

이는  Bandura(1997)의 사회  인지론(SCT)에 입각해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환경에 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아발 과 행복

을 해 다음 행동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환경도 재 창조해가는, 다

시 말해 환경의 일방  지배에서 벗어나 능동 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Bussey & Bandura, 1999). 결국 한 개인의 인지(cognition)는 자신의 행

동과 환경 사이에서 양쪽을 자극하고 개선도 하며 조화시키기도 하면서 양쪽을 

고쳐나가는 리인 역할(personal agency)을 하는 것이다. 즉 생각하고 계획한

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인지하고 먼  번의 생각과 계획을 수정하여 행동에 

옮김으로써 환경에 응하고 다시 결과를 검토해보는 식으로 인지활동을 반복

한다. 이는 환경의 압력에 단순한 반응만 하는 동물  행동과는 다르며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 기 때문에 결과 으로는 자아효능감으로 인하여 

행동의 결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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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아효능감의 매개역할

이미 언 한 로 자아효능감은 자기행동의 성공가능성에 한 믿음(앎, 인지: 

belief)이며 그 믿음은 다음의 행동에 한 동기수 을 결정한다(Bandura, 

1977). 즉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나면 그 결과(성공/실패)를 보고 자신의 능력

과 지식에 견주어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지를 단하고 그 만큼의 정

열과 노력을 쏟는다. 그러므로 사회  인지론에 기 한다면 행동동기를 일으키

는 것은 그의 능력 자체나 과거성공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한 인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한 인지(자아효능감)가 건

이다. 물론 능력이나 과거성공이 성공  행동동기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능

력과 과거성공이 곧바로 행동동기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자아효능감이라는 매개

변수를 거친다는 뜻이다. 아울러 능력이 작아도 무조건 자아효능감만 크다고 해

서 행동동기와 성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와는 반 로 실패를 했어도 

자아효능감이 높으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기 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즉 자아효능감의 수 에 따라 실패도 어떤 때에는 동기요인이 되기도 한다

(Purkey, 2000). 그러므로 과거의 성공 혹은 실패가 곧바로 다음의 성과를 결정

짓는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아효능감을 생성시키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직 이다. 

로써 어떤 학생이 시험공부를 한 후에 시험 치루고 나면 그 결과를 받고 나

서 다음 번 시험에 한 자신감 수 을 형성하게 된다. 이어서 다음 번 시험을 

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숙고 과정은 자신

의 실력수 이나 시험과 공부에 한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에 투자하려는 행동

계획 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음번 시험의 성과수 에 향

을 미칠 것이고 결국 과거성공에서 얻게 되는 자아효능감이 성과향상의 가장 

요한 변수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련해서는 상가들의 상실패는 그들

의 자아효능감을 낮추어 다음번의 성과를 낮춘다는 연구가 있다(O'conner & 

Arnold, 2001). 

2. 소진과 몰입의 매개역할

2.1 소진과 몰입의 개념과 측정

소진(burnout)이란 직무로 인한 정신  피로와 기진맥진된 상태로서 기에는 

면 을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만 인식되다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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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일반화시켜 연구되었다(Maslach & Leiter, 1997). 따라서 소진을 

측정하는 것도 처음에는 MBI(Maslach Burn Inventory) 설문이 사용되었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MBI-General Survey설문(MBI-GS: 

Maslach, Leiter, & Schaufeli, 2009; Schaufeli et al., 1996)이 개발되어 사용되

었다. 직무소진의 하 요소는 정서고갈, 직무이탈감, 무력감의 세 차원으로 분류

된다. 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부정 인 인 에 계속 노출되다보면 처음에는 

고객과의 과도한 으로 인하여 감정이 고갈된다(Moor, 2000). 즉 지쳐서 기

운이 빠진 상태, 독창성 상실, 고객이나 동료로부터의 소원함, 인 계 기피욕

구 등 신체 ㆍ감정  불편한 징후들이 나타나며 탈인격화, 즉 사람을 물건취

하거나 자신과 무 하다고 지각하기도 하는데(Jackson, Schwab & Schuler, 

1986) 이는 직무수행과 련한 스트 스 반응의 일종이다. 이어서 직무애착이 

상실되고 직무에의 심과 열정을 잃게 만들고(서문식 & 김상회, 2002) 동시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 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조직이 더 이상 자신을 원

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증 하여 패배감에 젖고 모든 일에 성공자신감이 사라

진다(Cordes & Dougherty, 1993). 

그런데 소진의 세 가지 하 요소 에서 성공자신감(무력감)은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결과가 아니라 원래부터 개인이 소유한 자아효능감 같은 성격특성으로

서 앞의 두 차원(정서고갈과 직무이탈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으며

(Cordes & Dougherty, 1993) 한 실제로 그 이후의 소진과 련된 많은 연구

들에서도 무력감은 다른 두 개의 차원과는 낮은 상 계를 보 다(Breso, 

Salanova, & Schaufeli, 2007; Schaufeli & Enzmann, 1998). 그리고 이미 오래 

에 Green, Walkey & Taylor(1991)은 소진의 핵심요소는 정서고갈과 직무이

탈감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소진의 세 요소와 많은 다른 변수와의 

상 계에서도 앞의 두 요소는 무력감과 별도의 상 패턴을 보 다

(Brenninkmeijer & Van Yperen, 2003; Schaufeli & Enzmann, 1998). 결과 으

로 오늘날에는 정서고갈과 직무이탈감만 소진의 핵심차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Demerouti et al., 2001; 박상언 김주엽

김민용, 2005). 

한편 몰입(engagement)은 직무요구-자원(JD-R: job demands-resources) 모

형의 모티베이션 과정으로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다. 몰입이란 어떤 일에 기꺼

이 력을 투구하려는 마음상태로서 역시 활기(vigor), 헌신(dedication), 열

(absorption)의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된다(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활기란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지칠  모르는 노력을 투자하려는 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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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신은 업무로 향한 보람과 지와 도 인 마음상

태를 뜻하며 열 은 업무에 완 히 몰입되어서 시간가는 도 모르고 그 직무

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 이라는 차원은 앞의 

두 개념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열 은 오히려 몰입의 

하 요소가 아니라 몰입의 결과변수라고 보기도 한다(Salanova et al., 2003). 그

간의 다른 연구에서도 열 의 개념은 다른 변수와의 계에서도 활기나 헌신과

는 다른 패턴의 상 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실증연구에서는 몰입을 

측정하면서 앞의 두 차원만 취 한 경우도 많고(Esteve, 2003; Hakanen, 

Schaufeli, & Ahola, 2008) 어느 경우는 활기만을(Broeck et al., 2008), 어느 경

우는 헌신(Bakker, Demerouti, & Schaufeli, 2003)만을 다루고 있으며 직무가 아

닌 학업에의 몰입은 의 세 요소가 아닌 만족(satisfaction)과 한 상 성이 

있다고 주장한다(Wefald & Downey, 2009). 본 연구에서는 몰입을 소진의 반

개념으로, 그리고 직무자원인 자아효능감의 결과변수로 취 하기 때문에 그간의 

연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몰입의 하 요소로서 활기와 헌신 두 차원

을 택하여 사용하 다.

2.2 자아효능감과 소진/몰입과의 관계 

높은 자아효능감은 사원들의 삶의 질(well-being)과 매우 한 계가 있

다. 즉 자아효능감은 직무와 련한 개인의 소진과 몰입에 향을 미친다

(Pajares & Schunk, 2001). 를 들면 어떤 분야에 자신감을 얻은 학생이라면 

그의 심리상태는 평안하고 활력이 넘치며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 하려는 심

리  상태가 되겠지만 반 로 낮은 자아효능감을 갖게 된다면 기분도 나쁘고 

피로상태로 될 것이며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즉 높은 자아효능감

은 내재  모티베이션을 자극하고 도  목표를 세워 거기에 강한 몰입과 헌

신을 가지게 할 것이다. 결국 자아효능감은 소진과 몰입이라는 하 요소로 구성

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Bandura, 1997; Pajares, 2001). 이처럼 

자아효능감이 소진을 감소시키고 몰입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확인해  연구는 

많이 있으며(Heuven, Bakker & Schaufeli, 2006; Xanthopoulou et al., 2007) 

어도 미래 과업에 한 낙  태도(optimism)가 몰입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Xanthopoulou et al., 2009a). 

직무요구-자원(JD-R)모형의 연구자들은 소진의 원인변수로서 직무요구(job 

demands)뿐만 아니라 직무요구의 부정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직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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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의 공 을 강조한다. 즉 지나친 직무요구는 소진을 매개로 하여 개인

의 정신 육체  건강을 해치게 되는 등의 부정  결과를 가져오지만 자원만 

충분하게 공 된다면 소진도 감소시키고 활기차게 직무에 열 하고 조직에 집

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Demerouti et al., 2001). 이들 연구에서 자아효능감

은 요한 직무자원변수로 취 된다. 최근에는 보다 포 인 자원보존(COR:  

Conservation of Resources)모형의 등장으로 직무소진의 원인과 결과변수의 

계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종업원은 직장에서 잘 지

내기 해 자원(돈, 자율성, 타인의 지원, 자아존 , 자기유능감 등)이 필요한데 

자신의 자원이 증가되거나 자원의 확충에 성공하면 소진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Hobfoll, 2002, 1998).

직무자원과 몰입의 향 계는 상호 이라는 주장도 있지만(Xanthopoulou et 

al., 2009b) 부분의 많은 직무요구-자원모형의 실증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소

진과 몰입의 선행변수인 자원(resources)변수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Broeck 

et al., 2008; Salanova, Breso, & Schaufeli, 2005; Xanthopoulou et al., 2007). 

단 자아효능감이 소진과 몰입에 향을 미치되 그 향력은 소진에 미치는 

향보다 몰입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심리학에서 연구

된 결과들과도 일치한다(Friedrickson, 1998). 이는 부정  요인인 직무요구 등

의 감소는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직무자원 등의 정 인 요인은 

동기를 증 시키는 방향으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3 소진/몰입의 매개역할

직무요구-자원모델에서 직무자원이 소진과 몰입을 매개로 하여 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연구는 매우 많이 되었으며 이때 자아효능감도 직무자원의 한 요

인으로 취 되고 있다. Schaufeli & Bakker(2004)의 용어를 그 로 빌려 JD-R

모형의 핵심을 설명하자면 직무가 종업원의 심리에 주는 향은 두 과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무요구의 증 가 소진을 높이지만 자원이 충분히 공 된다

면 소진을 낮춰 다는 활력화과정(energetic process)이고, 둘째는 직무자원의 

증 가 몰입을 증진시키는 동기화과정(motivational process)이다. 이론 으로 

JD-R모형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은 소진에 하여 부(-)의 향을 미치며 직무

자원은 몰입에 해 정(+)의 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진과 몰입은 동일한 결과

변수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직이나 조직몰입, 직무성과의 

경우는 물론이며(Hakanen, Schaufeli, & Ahola, 2008; Korunk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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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feli & Bakker, 2004; Bakker & Bal 2009) 심지어는 사원의 출근률까지 

소진과 몰입 두 변수의 향을 모두 받는다(Demerouti et al., 2009).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차기의 학과성 의 크기와 성 향상 정도이므로 자아효능감이나 소

진과 몰입의 향을 동시에 받는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성과에 미치는 자아효능감의 정  효과에 해 의문을 제

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Vancouver et al., 2002). 이처럼 자아효능감과 성과

와의 계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이유 의 하나가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

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자아효능감의 향이 특정 상황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자아효능감과 성과 사이에 존재가능한 

매개변수로서 소진과 몰입의 역할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자아효능감-성과의 계연구는 직  상 계를 연구한 것(Taylor et al., 

1984)도 있지만 개인의 사고나 다른 행동변수의 매개를 통해 미치는 간  

향에 해서도 이미 연구가 행해졌다. 를 들면 Bandura(1997)는 자아효능감과 

성과 사이에 노력수 (level of effort)이 매개한다고 보았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원을 특정과업에 더 배분하는 것이고 결과

으로 그 과업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했다. 는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업

이 어려워도 혹은 실패에 직면해서도 인내력을 더 발휘하여 난 을 헤쳐 나가

기 때문에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지 자아효능감이 로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Bandura, 1986, 1997; Stretcher et al., 1986).

이상의 논의 로라면 한 학생의 과거 학업성  성공은 앞으로의 공부에 한 

태도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공부에의 투자행동 수 도 결정할 

것이며 결국 최종성 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성공이 미치는 자신감과 공부에 한 태도를 소진과 몰입으로 악하려 한

다. 이는 종업원들의 직무소진(job burnout)과 직무몰입(job engagement)을 동

일한 개념으로 취 할 수 있기 때문이다(Esteve, 2003). 소진과 몰입은 직무와 

련된 마음상태로서 사원을 상 로 연구되는 주제이지만 학생과 사원이 하는 

핵심과업은 동일하다고 본다. 학생도 직장인처럼 타의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학

교에 나와 수업을 받고 시험을 보아야 하고 과제를 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 의 학습성과를 올려야 하는 의무감과 이를 한 크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행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생을 상 로 소진과 몰입을 

측정하여 연구된 사례는 많이 있다(Duran et al, 2006; Esteve, 2003; 

Salmela-Aro, Tolvanen & Nurmi, 2009; Wefald & Downey, 2009).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거성공에서 비롯된 자아효능감이 소진감소



과거성공이 성과에 미치는 향 : 자아효능감, 소진, 몰입의 매개역할을 심으로  59

와 몰입향상을 통하여 차기의 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하 다. 다만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정심리학의 주장처럼 소진의 매개역할 보다는 몰입의 

매개역할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측된다. 그 이유는 직무자원으로서의 자아효

능감이 소진보다는 몰입에 더 극 인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3. 가설도출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에 입하여 추론한다면 과거성공과 성과향상의 계

에 한 그간의 연구를 더 자세히 악할 필요가 있으며 자아효능감의 매개역

할 뿐만 아니라 소진과 몰입의 매개역할 까지도 함께 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도입한 소진과 몰입의 매개역할의 정도가 상

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한 탐색 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이를 해

서는 종합모형이 구성되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모형을 구축을 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가설 1. 과거성공은 성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과거성공이 성 에 미치는 향은 자아효능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3. 자아효능감이 성 에 미치는 향은 소진과 몰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

다.

가설 4. 과거성공이 성 에 미치는 향은 자아효능감, 소진, 몰입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

가설 5. 몰입의 매개역할은 소진의 매개역할 보다 더 클 것이다.

Ⅲ. 연구방법과 실증분석 결과

1. 자료수집과 변수측정

본 연구는 H 학의 조직행동 수업을 듣는 약 500여 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

문지와 성 을 기 자료로 한 survey research 방법을 채택하 다. 분석에 사용

된 유효총수는 438명이며 2009년도 1학기에 네 명의 교수로부터 조직행동 수업

을 받은 학생의 성 과 동일한 시 의 학기 에 그들로부터 얻은 설문을 근거

로 분석되었다. 학생의 분포는 남학생 260명(59.4%), 여학생 178명(40.6%)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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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학 공이 367명(83.8%), 기타 문과계통이 50명(11.4%), 그리고 이공계통이 

20명(4.6%)이다. 조사 상의 과반수인 237명(54.1%)이 2학년이며 89명(20.3%)이 

3학년, 나머지 112명(25.5%)이 4학년이었다. 성 은 이들의 2008년도 2학기말 

총성 과 2009년도 1학기말 총성 을 기 로 분석하 다. 

성 : 본 연구에서 성 이란 성 수 과 성 향상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학년구별 없이 2009학년도 1학기말 종합성 이 어느 정도인지와  한 

그 성 은 직 학기 종합성 에 비해 얼마나 향상 는 감소되었는지 성  변

동량을 측정하여 두 변수의 평균을 사용하 다. 단 성  변동량은 종합성  평

과 동일한 가 치를 주기 해서 학기말 성 에서 직 학기말 성 을 뺀 

값에 임의의 숫자(2)를 더하여 두 배를 한 값이 나머지 한 변수인 종합성 의 

크기와 유사하 으므로 두 변수의 가 치는 동일하게 취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자료에서 두 변수는 매우 한 상 성을 보 으며(r=0.45) 2009년 1학기말 

평균은 3.29(δ=0.75)에 수정한 성  변동량의 평균은 3.15(δ=1.22)로서 결과 으

로 성 과 성  변동량의 가 치는 동일하게 된 셈이다. 성 은  학기 보다 

4.5포인트 만 기  0.06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악되었

다. 

과거성공: 학생들의 지난 학기까지의 평균학 이 과거성공 변수로 사용될 수

도 있지만 주로 2학년 1학기 학생들이라서 고교성  등도 감안하기 해 지

까지 시험에 성공경험이 많은지를 실제의 학기말 성 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인식과 단에 의존하 다. 따라서 과거성공 정도는 설문응답으로 측정하 으며 

연구특성에 맡도록 구성하 다. 를 들면 “지 까지 나의 성 은 남들 평균에 

비해 높다.” “어렵던 과목ㆍ숙제도 잘 해낸 이 많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

여 신뢰성을 해하는 항목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4개를 사용하 다(α=0.86).

자아효능감: 일반 으로 자아효능감은 크기(magnitude)와 강도(strength)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합하여 사용해 왔었다(Bandura, 1986). 그러나 

자아효능감의 강도측면은 자아효능감의 수 을 포 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많은 

학자들은 자아효능감의 강도측면에만 을 두어 조사하 다(Donovan & 

Williams, 2003). 본 연구에서도 수업과 성 향상에 한 자아효능감의 강도를 

심으로 측정하 는데 Donovan & Williams(2003)의 4개 문항을 기 으로 하

여 “공부에 한 한 자신이 있다.” “어려운 수업도 어떻게 해서라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로 측정하 다(α=0.82). 

소 진: Maslach(1982)가 개발한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에 기 하여 공부에 한 감정  차원의 고갈상태와 공부로 부터의 이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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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측정하 다. 이에는 “공부스트 스 때문에 실에서 탈피하고 싶다.”  “모

든 것 에서 공부가 가장 하기 싫다.” 등 6개의 항목을 측정하여 5개를 사용하

다(α=0.84).

몰 입: 직무몰입 측정을 해 Schaufeli et al.(2002)은 활기, 헌신, 몰입의 세 

차원에 해 3개 문항씩 9개 문항을 묻는 UWES-9(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한국  용어로 비슷한 것 끼리 묶

어서 “나는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활력이 솟는다.” “공부할 때는 마음이 뿌듯하

고 자부심을 느낀다.” 등 7개 문항으로 측정하 으나 2개를 제외하고 5개를 사

용하 다(α=0.87). 

2. 자료의 기초분석

변수들의 상호 계가 어느 정도의 계를 갖는지 악하기 해 단순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측 로 과거의 성공경험이 

높은 사람은 자아효능감, 미래과업에 한 몰입과 성과와는 정(+)의 계를, 소

진과는 부(-)의 유의  상 계를 보 다.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몰입, 성 향상

과는 정(+)의 계에 있지만 소진은 몰입, 성 향상, 과거성공감, 자아효능감 등 

모든 변수와 부(-)의 상 계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정하기 해 련 변수들의 인과 계 정도를 

구조방정식의 회귀계수로써 추정할 것이며 Holmbeck(1997)이 추천한 방식에 의

해 가설  구조 모델이 가장 합한 것인지 밝힘으로써 변수간의 인과 계와 

동시에 매개변수들의 역할을 악하 다. 즉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를 투입하여 이론 으로 완 한 매개모형을 도출하기 해 순차 으로 경

로를 추가시키면서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방정식 결과를 놓고 모형 합도 

수 을 비교하면서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 다. 그 외에도 매개변수의 존재를 확

인하기 한 추가분석으로서 Sobel test를 활용하 으며 경로간의 향력 비교

를 해서는 동일성 검정(Equality test)과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를 통해 표 화 경로계수 차이 유무를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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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상 계 분석결과

변  수 평균
표

편차
과거성공 자아효능 소 진 동 기

과거성공 5.05 1.04 1.000

자아효능 4.60 1.07  .504＊＊ 1.000

소 진 2.88 1.15 -.151＊＊ -.325＊＊ 1.000

몰 입 3.54 1.10  .266＊＊  .445＊＊  -.321＊＊ 1.000

성 3.22 0.85  .158＊＊  .148＊＊  -.177＊＊   .269＊＊

   **: p<.01

 

우선 찰된 측정치들과 잠재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를 

해 설문의 항목들이 두 개 이상의 연구단 들과 복 연 되어 있는지 확인하

기 해 별타당성을 검토하 다. 그리고 설문항목들이 각 연구단 에 해 집

타당성과 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기 해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용하여 각 연구단 별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측

정한 연구단 들은  다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이 측되는 것들이라서 Cronbach's α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최 문항에서 

신뢰성을 크게 해하는 소수의 항목들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나머지 항목들에 

해 각각의 연구단 별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연구단 를 동시에 넣고 확인요인을 분석하여 수정지수 기

(modification indices)으로 각 연구단 에 해 단일차원성을 해하는 몇 개의 

항목들을 제거하고 나니 <표 2>에서 처럼 총 20개의 최종항목이 선정되었다. 

Diamantopoulos & Siguaw(2000)는 공변량 구조분석시에 20개 정도의 측항목

수가 알맞다고 권고한다. 각 잠재변수의 신뢰도는 과거성공(4문항) α=0.937, 자

아효능감(4문항) α=0.941, 소진(5문항) α=0.920, 몰입(5문항) α=0.806, 성 (2문

항) α=0.860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객  지표인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인 과거성공경험과 매개변

수인 자아효능감, 소진, 몰입까지의 모든 변수를 동일인을 상으로 측정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일 상을 두고 여러 변수를 각기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생

기는 주  편 성을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방

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0; 

박원우 외, 2007). 이러한 측정오류로 인하여 연구모형내 변수간 계의 정도를 

증 시키거나 감소시켜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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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항목을 모두 넣은 채 1요인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나

타나든지 일련의 문항들에 한 부분의 변량을 설명하는 유일하거나 공통

인 요인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비회 된 요인분석에서 이러한 상은 발견되

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한 개의 잠재변수에 연계시킨 후 얻은 확인요인

분석모형의 결과치는 원래 의도된 CFA모형의 합도(χ²=473.4, d.f.=165)에 비

해 매우 열악하 다(χ²=2335.7, d.f.=170). 그리고 선택된 항목들을 모두 넣고 요

인수를 정하지 않은 채 주성분 요인분석을 한 결과도 다섯 개의 잠재변수 요인

으로 자동 분류되었다.

<표 2> 잠재변수의 측정항목과 확인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측정항목 표 화

요인

부하값

t-value
합성

신뢰도
AVE최

항목
최종항목

과거

성공
5

 지 까지 성 은 타인 평균에 비해 높다.

 지 까지 공부결과 실패보다는 성공이 많았다.

 어렵던 과목ㆍ숙제도 잘해낸 이 많다.

 나의 경우 공부는 역시 하면 되더라.

.614

.796

.858

.822

9.523

11.005

11.418

11.183

.834 .499

자아

효능

감

4

 공부에 한 한 자신이 있다.

 어려운 수업도 어떻게 해서라도 소화해낼 수 있   

 다. 

 나도 열심히만 하면 좋은 성 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숙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낼 자신이 있   

 다.

.669

.805

.685

.759

11.851

13.819

12.076

13.152

.799 .382

소진 6

 공부스트 스 때문에 실에서 탈피하고 싶다.

 공부하고 나면 감정까지 메마르고 소진된다.

 나의 피로와 스트 스의 주원인은 공부 때문이다.

 공부가 나의 학생활을 삭막하게 만든다.

 모든 것 에서 공부가 가장 하기 싫다.

-.740

-.774

-.803

-.725

-.543

-6.730

-6.794

-6.845

-6.698

-6.175

.831 .337

몰입 7

 나는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활력이 솟는다.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즐겁다. 

 공부할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공부할 때는 피곤이 사라지고 힘이 난다.

 어쩐지 공부가 나를 당긴다.

.827

.891

.814

.505

.760

10.195

10484

10.133

7.954

9.855

.829 .447

성 2
 학기말 성

 이 학기 비 성 증가량

.851

.529

5.081

3.120
.608 .449

합도 지수
χ2=.473.4(d.f.=165, p=.000)

GFI=.904, NFI=.888, CFI=.924, RMSEA=.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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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인분석모형의 합도 정지수는 체로 만족하게 나왔다(χ²=473.42, 

d.f.=165, GFI=.904, NFI=.888, CFI=.924 RMSEA=.065). 각 요인부하량의 t값들

이 권장수 인 8.0에 못 미치는 연구단 가 다소 있으나 RMSEA가 수용가능한 

수 에 머물러 있으며 합성신뢰도 값(0.7 이상)을 고려할 때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다만 평균분산추정값(AVE)이 정치(0.5 이상)에 미달

되었기 때문에 혹시 측정항목들이 두 개 이상의 잠재변수들과 복되어 연 되

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방식으로 별타당성을 검토하 다. Fornell, & 

Larcker(1981)은 두 변수들에 한 AVE가 그 두 변수 사이의 상 계 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으면 별타당성이 있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다섯 개 변수에 해 별타당성을 조사하 는데 AVE의 범 는 

0.337에서 0.499사이인데 각 변수들 간의 상 계 제곱 값의 범 는 0.022에서 

0.254로 나타났으므로 낮은 AVE값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즉 잠

재변수들의 각 항목들은 서로 별타당성이 있다고 단될 수 있다.

3. 가설검정 결과

과거성공과 자아효능감이 다음 학기의 성 향상에 미치는 향은 단순상

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각각 r=0.158, 0.148). 이로써 [가설 1]은 입증되었지

만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매개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제가 본연

구의 주제이므로 그 존재여부를 밝히는 것이 건이다. 우선 과거성공과 성 사

이에 자아효능감이 어느 정도로 매개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종합  구조모형분석에 들어가기 에 Baron & 

Kenny(1986)방식과 Sobel test를 실시하 다. 

과거성공과 성  사이에 자아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과거성공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효능감의 성 에 한 향력이 0.092(p<0.1)로 유의한 반

면에 과거성공의 향력은 0.158(p<0.001)에서 0.111(p<0.05)로 감소되었기 때문

에 자아효능감의 부분매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아효능감과 성  사이

에 소진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진

의 성 에 한 향력이 0.144(p<0.005)로 유의한 반면에 자아효능감의 향력

은 0.148(p<0.005)에서 0.101(p<0.05)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역시 소진의 부분매

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자아효능감과 성  사이에 몰입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몰입의 성 에 한 향력이 

0.254(p<0.000)로 유의한 반면에 자아효능감의 향력은 0.148(p<0.0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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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p=n.s.)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몰입의 완 매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써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 존재하리라 추론했던 매개 변수

의 일부가 완 매개가 아닌 부분매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의 재

확인이 필요한 바 이들 경로의 매개에 한 직 검증 방법인 S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Preacher & Hayes, 2004). 이로써 자기

효능감과 성  사이에 소진과 몰입의 매개역할은 매우 유의 인 것으로 입증되

었으나 과거성공과 성  사이에는 자아효능감이 유의도 0.1수 에서 한계 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들간의 매개경로는 련 

변수를 모두 고려한 종합모형을 놓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표 3> 매개변수를 통한 간 효과의 Sobel test 결과 

경 로 간 효과 Sobel test(Z) p값

   과거성공 → 자아효능감 → 성 .212 1.70 .1

   자아효능감 → 소진 → 성 .032 2.66 .01

   자아효능감 → 몰입 → 성 .100 5.42 .001

           ※ 계수값은 표 화된 값이며, ( )의 값은 t값임.

              χ2=.451.4, d.f.=164, RMSEA=.063, GFI=.908, NFI=.894, CFI=.929, 

<그림 1>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설결과

앞의 이론  모형으로 제시했던 모든 변수를 고려한 구조방정식의 타당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 련 가능한 여러 모형을 만들어 모형 합성의 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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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독립변수와 결과변수만을 고려한 <모형 1>의 합

성은 χ²=764.9, GFI=.843, CFI=.853, RMSEA=.090이며, 자아효능감을 넣은 <모

형 2>에서는 χ²=627.7, GFI=.872, CFI=.887, RMSEA=.079로서 합도가 매개변

수를 넣은 <모형 2>가 더 낫다. 그리고 <모형 2>에 소진과 몰입을 추가시킨 

<모형 3>의 경우는 합도가 더욱 하게 개선되었다(χ²=451.4, GFI=.908, 

CFI=.929, RMSEA=.063). 이로써 자아효능감과 성 의 직 경로보다는 소진과 

몰입을 거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설 3]이 재확인 

되었으며 [가설 2]와 [가설 3]의 지지로 인하여 [가설 4]는 자동 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효능감이 성 에 미치는 간 경로보다 직 경로의 요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형 3>에 직 경로를 추가시킨 <모형 4>라는 안 모형

을 만들어 합도를 비교하 는데  χ²은 약간 감소하 지만 무의미한 감소이며 

간명화 지수는 오히려 <모형 3>의 수 에도 미치지 못하 으므로 <모형 3>이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모형 3>과 <모형 4>의 간명화지수인 

PNFI와 PCFI의 수치는 각각 0.771에서 0.767로, 0.802에서 0.797로 감소하 음).

<표 4> 제안모형과 경쟁모형들의 합도 평가결과

모 형 χ2 ∆χ2 GFI CFI PCFI PNFI RMSEA

<모형 1> 764.9 - .843 .853 .759 .729 .090

<모형 2> 627.7 137.2 .872 .887 .784 .753 .079

<모형 3> 451.4 176.3 .908 .929 .802 .771 .063

<모형 4> 450.8 0.6 .928 .929 .797 .767 .064

<모형 5> 449.6 -1.8 .908 .929 .787 .758 .064

<모형 6> 443.4 -8.0 .909 .930 .783 .754 .064

* <모형 4 ,5, 6>의 ∆χ2 는 <모형 3>과 비교한 것임.

그리고 <모형 4>에 과거성공과 소진, 과거성공과 몰입의 직 계를 추가한 

<모형 5>와 <모형 5>에 과거성공과 성 의 직 계를 추가한  Full model인 

<모형 6>을 각각 제안모형인 <모형 3>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형 5>

와 <모형 6>은 모두 <모형 3>에 비해 합도지수의 개선이 무의미하 으며 

구조방정식의 간명화 제약(parsimonious constraint)에 따라 <모형 4, 5, 6>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 3>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모형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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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5>: Δχ²=(3)1.8 < χ²(3).05=7.81, <모형3>과 <모형6>: Δχ²=(4)8.0 < χ

²(4).05=9.49). 

한편 본 연구의 부차  목 으로서 자아효능감을 통한 성과향상이 소진의 감소

로 인한 것이 더 큰지 혹은 몰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 더 큰지를 악하려는 것이 

[가설 5]이다. 이를 해 우선 자기효능감의 소진과 몰입에 미치는 인과  향은 

-0.35와 0.46으로 몰입에의 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차이의 유의성을 통계 으

로 검증하기 해 <그림 1>의 구조방정식에서 두 개의 매개변수에 미치는 인과  

향력이 같도록 모수를 설정한 후 동일성 검정(equality test)으로 모형 합도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 인 것으로 명되었다(χ2difference=111.17>6.61(χ2..01(1)). 

그리고 두 매개 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인과  향도 소진의 경우 -.11, 몰입의 

경우 0.32로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긜고 이에 한 동일성 검정도 유

의성 있었으므로(χ2difference=33.12 > 6.61(χ2..01(1)) [가설 5]가 지지되었다. 

[가설 5]의 검정을 한  다른 방법으로 표 화 경로계수 차이에 해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를 통해 유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

다. 그 결과 자아효능감→소진, 자아효능감→몰입이라는 두 경로 사이의 계수 

차이검정 결과는 t=8.822로 나타나 유의수  α=.01수 에서 두 경로계수가 동일

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8.822 > t=2.57) 경로계수의 차이가 분명함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소진→성 , 몰입→성 이라는 두 경로 사이의 

계수 차이검정 결과도 α=.01수 에서 두 경로의 차이가 유의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5.217>t=2.57). 이로써 자아효능감은 JD-R모형이나 사회  인지론(SCT: 

Social cognitive Theory)자들이 주장하는 로 소진의 감소보다는 몰입의 증가

라는 정 인 경로를 통한 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된 셈이다. 

Ⅳ. 결론과 토의

본 연구의 목 은 과거의 성공이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

진 변수들의 부분  역할을 종합해보려는 시도 다. 앞에서 언 한 로 과거성

공이 자아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와 자아효능감이 소진과 몰입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 그리고 소진과 몰입은 성과변수의 요한 선행변수라는 사실에 근거

하여 이들 연구결과들을 하나의 모델에 집합시켜 매개변수의 주요역할을 악

하는 것이었다.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모형에 삽입되었던 매개변수들의 역할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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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통계기법으로 검증한 결과 모두 부분  혹은 완 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

음을 입증하 으며 동시에 종합모형의 합지수도 만족할 만한 수 을 보 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선행변수와 매개변수들의 종합  경로모형을 도

출한 것이 하나의 이론  공헌이라고 본다.

다만 제시된 모형은 과거성공이 소진과 몰입, 그리고 성 에 미치는 직 효과

를 함께 고려한 모형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다만 모형을 간소

화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자아효능감이 소진을 경유하여 성 에 미치

는 향은 유의수 이 희박한데 비하여 몰입을 경유하는 경로의 계수가 유의

으로 우 에 있었다. 그런데 자아효능감이 소진과 몰입의 선행변수라는 사실은 

직무-요구자원(JD-R: Job Demands-Resources)모형이나 사회  인지이론

(SCT)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자아효능감이 소진의 감소를 통하여서 보다는 몰

입의 증가를 통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써 직무자원(resources)에 한 기존의 주장들(Friedrickson, 1998; Salanova et 

al., 2009)이나 정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하나

의 이론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정심리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낙

주의(optimism), 희망, 복원력 변수들도 자아효능감과 상호 유사개념이라면(이

동섭 외, 2009) 이들 변수들이 소진감소와 몰입향상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는 

것도 미래연구의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거의 성공 자체가 자동 으로 몰입을 높이고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효능감이 매우 하게 매개하고 있음이 밝 짐으로써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자아효능감을 높여주는 일이 얼마나 요한지를 깨닫게 한 이 본 

연구의 실용  공헌이라 하겠다. 과거성공과 무 하게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

법은 구체  목표제시, 설득, 학습, 심리  안정감 제공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제안되었다(Bandura, 1997, 1986, 임창희, 2004).

본 연구의 한계 은 일반 인 연구들이 가지는 자기보고방식의 한계를 넘지 

못한 이다. 그 지만 본 연구에서 결과변수로서 기말성 과 구체  성 향상

을 측정하기 해 두 학기에 걸친 성 을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한계는 

극복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성공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도 직 학기 성

을 그 로 사용하려 하 으나 부분 2학년생들인 계로 교양이 많은 1학년 

성  자체를 과거성공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 주 인 

자기보고 형식을 취했다.

연구모델의 특성상 본 연구는 종단  연구부류에 속하는데 종단  연구의 가

장 큰 약 은 종속변수의 일부가 외생변수의 효과에 기인할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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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이에 한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이다. 특히 학 1학년

과 2학년의 시기는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로 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표본학생의 공이 경 과 비경 으로 분류되는데 경 학과 학생

의 경우 경 인증 계로 평균학 이 상 으로 매우 불리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2학년이라는 시기는 군에 가려는 학생과 제 하고 복학하는 

학생이 많은 시 인데 이들의 공부태도는 매우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역사  오염과 성숙효과, 표본선택의 편향 등에서 종단  연구로서는 본연구

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종단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성공이 바로 6개월 후의 다음 학기에 

나타나는 결과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는 여 히 남는다. 혹자

는 학교시 의 낙  태도(optimism)나 목표달성 략유형이 향후 10년후 혹

은 17년 후의 소진과 몰입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 다

(Salmela-Aro, Tolvanen & Nurmi, 2009). 본 연구에서 재의 몰입과 소진이 

바로 몇 개월 의 좋은 학  취득에서 기인한다는 가정은 종단연구로서 충분

한 시차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거성공과 자아효능감의 요성이 밝 진바 

조직구성원이나 일반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이 능력 자체가 아니므로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자아효능감만 크다면 소진의 감소와 몰입의 증가를 통하여 성과향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아효능감이 낮은 

을 지 해주면 마음가짐을 바꿀 수도 있다. 학생이나 사원에게 “할 수 있다!”라

는 의식을 심어  수만 있으면 성공률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학

생이었지만 이미 언 한 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다는 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조직으로서 구성원들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한 노력뿐만 아니라 소진과 몰입의 역할을 감안하여 이

들 변수와 련된 정책들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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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st Success on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Burnout, and Engagement

                                        

   Im, Chang-Hee*
2)

Traditionally, self-efficacy, burnout and engagement are defined as work 

related states of mind, and formally speaking, students are not employees. 

But, we assume that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student core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work. Therefore, based on SCT(social cognitive theory), 

we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prediction of student 

burnout and engagement, and also the mediation of burnout and engagement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GPA). There is no research to date 

wether there would be mediating role of these variables between past 

success and performance. 

These effects were analysed in the context of mediating role of the 

variables in a university in a sample of 438 students. This study utilized a 

convenience sample drawn from various major scholar area.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were consist with a full mediation 

model in which academic past success predicts self-efficacy, which in turn, 

predicts student burnout and engagement. Also our proposed model showed 

that burnout and engagement are partial or full mediating variables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Our study's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engagement fully accoun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nd burnout partially explained the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aligns with the general theorizing supported by JD-R 

model and SCT(social cognitive theory). More specifically, it builds on the 

JD-R literature as it tests one of the proposed mechanis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esources and work engagement. Implications of 

study are discussed, together with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Past Success, Self-efficacy, Burnout, Eng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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