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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구성과 내･외재 동기유형이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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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시는 사람들이 사회적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성을 타협해가는 기본적인 과정이
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는다. 자기
제시의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자기제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낯선 사
람과의 관계 혹은 친구관계 등의 일반적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다루어왔으나 본 연구는 교
수학습 상황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수자의 자기제시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구성(self-construal)이 다양한 자기제
시에 대한 반응자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자아구성 이외에 교수학습과 관
련한 핵심변수인 학업 동기도 고려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사립대
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과시형이나 낮춤형 자기제시보다 긍정
형 자기제시를 선호하고, 과시형과 긍정형 자기제시를 낮춤형 자기제시보다 더욱 유능하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구성 이외에도 내･외재적 학업 동기가 교수자의
자기제시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교수자의 유능성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자기제시, 자아구성, 내재동기, 외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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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기 자신에 대한 고유성을 타협해가는 기본
적인 과정이다(Tice et al., 1995). 일반적으로

교수법에서 강의의 시작은 중요하다. 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

수법에 대한 다양한 저서나 논문들이 강의

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는다(Jones & Wortman,

의 시작을 강조해왔다(이성호, 2001; Davis,

1973; Leary & Kowalski, 1990; Sedikides,

1993; McKeachie, 1999). 학기 초 첫수업의

1993).

교수자의 첫인상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사람들의 자기제시에 대한 평가는 자시제

준다. Babad, Bernieri와 Rosenthal (1991)의 연

시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제시를 하는 사람

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학생들

자신의 개인차 성향에 따라서 또한 자기제

조차도 단 10초 만에 교수자에 대하여 나름

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

의 평가를 내린다. 게다가 초기 단계에서는

(Hewitt et al., 2003; Leary et al., 1994; Leary

긍정적인 인상과 부정적인 인상 사이의 격

& Kowalski, 1990; Tice et al., 1995).

차가 작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이 더

특히 본 연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

욱 강화되어 긍정성과 부정성 사이의 격차

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보

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들이(Onwuegbuzie,

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개인

Collins, & Elbedour, 2003) 교수자의 첫인상의

차 변수를 고려하였다. 이는 자기제시의 효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과가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의의 시작이 이와 같이 중요함에도 불

(Schlenker, 1980; Tice et al., 1995). 본 연구는

구하고, 교수법에서 강좌 초기에 교수자의

교수자 자기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

자기제시(self-presentation)가 유형별로 어떠한

자 개인차로 첫째, 자아구성을 제안한다. 자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기제시와 관련한 변수로서 자아구성을 고려

발견하기 힘들다. 지금까지의 자기제시의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낯선 사람과

긍정적 인상을 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

처음 만나는 상황이나, 친구와의 관계 혹은

고 있는데(Tice et al., 1995), 긍정적 인상을

로맨틱 관계 등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창출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아를

상황에서 이루어졌다(Kim et al., 2004; Leary

해석하느냐 즉 자아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 Kowalski, 1990; Lee et al., 1999; Schlenker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자아구

& Leary, 1982; Tice et al., 1995).

성이 다양한 유형의 자기제시에 유의미한

본 연구는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특정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교수자의 자기제시 효과

(Heine & Lehman, 1997; Kim et al., 2003;

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데 그 목

Markus & Kitayama, 1991).

적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개인차가 교수

둘째, 본 연구는 학습자의 교수자 자기제

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이들의 평가와 어떤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차 변수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로, 학습자의 내･외재 학업 동기를 제안한

자기제시는 사람들이 사회적 세계에서 자

다. 이는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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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의 핵심 변수로서 학업 동기를 고

도 중요한 과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흔

려한 것이다. 즉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학습

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의 학업 동기가 학습자의 행동을 좌우하

자신을 제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를테면 유

는 중요 변수이므로 (김아영, 2003; 하대현,

능하게 보이거나, 매력적이고 정직하게 보이

2003; Deci

2003;

는 것 등이다(Jones & Wortman, 1973; Leary et

Vallerand et al., 1993)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al., 1994; Leary & Kowalski, 1990; Sedikides,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1993).

et al.,

1991; Pintrich,

할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기제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Goffman
(1959)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학자로서

Goffman은 자기제시가 사회적 실재성의 구
첫째, 학습자는 교수자의 자기제시의 3가

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

지 유형 1) 과시형 2) 긍정형 3) 낮춤형 중

었으며 외적 요인들에 더욱 관심이 있었고,

어느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가.

내적 심리적 요소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

둘째, 학습자의 자아구성 개인차가 교수
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가.

다(Leary & Kowalski, 1990).
그렇지만 보다 최근 들어서는, 자기제시
가 기본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으로서 강한

셋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학

주목을 받고 있으며(Leary, & Kowalski, 1990),

업 동기 개인차가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

공격성(Tedeschi & Felson, 1994), 인지적 부조

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화(Tedeschi & Rosenfield, 1981), 직장면접
(Stevens & Kristof, 1995) 등과 관련하여 연구
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제시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1) 자기

1. 자기제시

강화(self-enhancement) 2) 자기겸손(self-effacement)
자기제시로 구분하거나, 1)기술적(tactic)

2)

자기제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전략적(strategic) 3) 방어적 4) 자기주장적 자

형성하는 이미지를 컨트롤하려고 시도하는

기제시로 나눈다(Heine & Lehman, 1997; Lee

과정이다. 사람들이 형성하는 스스로의 인

et al., 1999).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

상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는 구분 중 하나는, Miller와 그의 동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1992), Schlenker와 Leary(1982) 등이 제시한

지각하고, 평가하고 대하는가에 대한 의미

1) 과시형 2) 긍정형 3) 낮춤형으로 교수자

를 함축한다(Leary and Kowalski, 1990, p. 34).

의 자기제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

Tice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1995) 자기

지 유형으로 자기제시를 나누었다.

제시는 사람들이 사회적 세계에서 자기 자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자기제시를 어떻

신에 대한 고유성을 타협해가는 기본적이고

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한 일련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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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긍

2. 자아구성

정형의 자기제시가 과시형의 자기제시보다
선호된다. 낮춤형의 자기제시는 가장 덜 선

자아구성(self-construal)은 최근 들어 커뮤

호된다(Gilbert & Horenstein, 1975; Jones &

니케이션 및 문화비교 연구에서 많이 연구

Gordon, 1972).

되고 있는 개념이며,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그렇지만, 긍정적 자기제시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자기제시에서 자신을 좋게만 표현하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kus &
Kitayama, 1991; Singelis, 1994).

려고 하면 신뢰성이 낮아지고 (Baumeister,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관련

Tice, & Hutton, 1989; Tice, 1991, 1993; Tice &

되는 지각, 기억, 추론 등에 직접적으로 연

Baumeister, 1990), 실제로는 그렇게 훌륭하지

관된다(Cross and Madson, 1997, p. 6). 즉 자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에는

아구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도리어 역효과를 낳는다(Tice et al., 1995).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할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갖는 생각, 느낌,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Jones

(Singelis, 1994). 특히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

& Pittman, 1982; Leary, & Kowalski, 1990). 예

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각한

를 들어 낯선 사람에게 자기제시를 하는 것

다(Carpenter, 1988; Dunning & Hayes, 1996;

인지 혹은 친한 친구에게 자기제시를 하는

Markus, Smith, & Moreland, 1985).

것인지에 따라 자기제시의 효과가 다르다

자아구성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의 자아를

(Tice et. al., 1995). 즉 낯선 사람에게는 자신

어떻게 연관시키느냐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

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기제시가 더욱 많

따라서 독립적 자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

이 활용되고, 자기제시에 대한 반응도 긍정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적이다. 반면 친한 친구에게는 자신을 낮추

Markus와 Kitayama (1991)에 따르면, 독립

는 자기제시가 더욱 선호되고 반응도 더욱

적 자아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것

긍정적이다. 또한 문화간 차이에 따라서 자

이 특징이다. 독립적 자아구성은 자신의 독

아구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개인이 다양

특성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한 유형의 자기제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도

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는데 초점

달라진다(Kim, Kim, Kam, & Shin, 2003;

을 둔다. 높은 수준의 독립적 자아구성을 갖

Schwartz

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과시형 자기제시나 긍

& Blisky,

1990;

Shweder,

1990;

Stigler, Shweder, & Hert, 1990; Triandis, 1989;
Triandis & Brislin, 1980). 그러나

정형 자기제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아는 다른 사람과

자기제시의 효과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

의 관련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호

라짐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

의존적인 자아구성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수자가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는 어떠한 자기제시 유형을 활용하여야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

할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시한다.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갖는 사람들

자아구성과 내･외재 동기유형이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1069

은 자신의 능력, 의견, 감정 등을 나타내기

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다는, 특정 사회적 상황 속에서 관계를

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증진시키는 데에 더욱 초점을 둔다. 그러므
로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갖는 사람들은 낮
춤형이나 겸양형의 자기제시를 선호한다.
의미있는 타인은 독립적 자아나 상호의존

가설 1: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긍정형, 과
시형, 낮춤형의 순으로 교수자의 자기제시
를 가장 선호할 것이다.

적 자아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가설 2: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과시형, 긍

서 독립적 자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정형, 낮춤형의 자기제시 순으로 교수자의

은 둘 다 관계적 맥락과 관련이 있지만, 관

유능성을 지각할 것이다.

계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르다(Markus &

가설 1-1: 높은 수준의 독립적 자아구성

Kitayama, 1991). 상호의존적 자아는 관계 자

을 가진 학생일수록, 낮은 수준의 독립적

체가 목표이지만, 독립적 자아는 다른 사람

자아구성을 가진 학생보다 교수자의 과시형

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

자기제시를 더욱 선호할 것이다.

기 위한 수단,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
신이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다.

가설 2-1: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을 가진 학생일수록, 낮은 수준의 상호

원래 자아구성은 문화간 차이를 설명하기

의존적 자아구성을 가진 학생보다 긍정형

위하여 발전된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문화적

자기제시의 교수자가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

으로 동질적인 경우에도, 개인은 독립적 자

할 것이다.

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의 차이를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Kim et

3. 내재동기와 외재동기

al., 2003; Kitayama et al., 1997; Singelis &
Brown, 1995). 연구에 따르면 자아구성은 사

자아구성 이외에도 본 연구는 학습자의

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기제시를 어떻게 평

동기 개인차가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가하느냐에 영향을 준다(Kim et al., 2003).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본 연구는 학습자의 자아구성이 교수학습상

다양한 동기변인 중에서도 내재동기가 교육

황에서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평가에

의 효과에서 핵심변수이므로(김아영, 2003;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심리학적

하대현, 2003; Reeve, Nix, & Hamm, 2003;

이론과 방법론의 발달은 자아가 다양한 인

Ryan & Deci, 2000)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루

간행동의 중요한 조정자임을 보이고 있기

어지는 본 연구에서 내재동기를 고려할 필

때문이다(Hackman et al., 1999; Markus &

요가 있기 때문이다.

Kitayama, 1991).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간의 동기는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다(Berlyne, 1960; Bruner, 1961; Koch, 1956;

1) 교수자에 대한 선호도 2) 교수자의 유능

Lepper, 1988; White, 1959). 내재동기는 행동

성 지각 - 역시 다른 대인관계 맥락과는 다

그 자체가 보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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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외재

가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독립적이므로,

동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동 외적인 것

두 동기유형이 모두 높을 수도 있고, 한쪽

이 보상이 되거나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

만 높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대현

는 것을 의미한다(Deci, 1990; Ryan & Deci,

등(2003)은 작업선호 검사를 통해 개인의 내

2000).

재, 외재동기 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는 준기질적 성향으

연구결과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는 양립가능

로서 정의되어 왔으며 70년대 발표된 많은

한 독립적인 구인인 사극성 모형임을 확인

연구들은 대부분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단

하였다. 김아영(2003)도 내재동기와 외재동

일 차원에서 양극단에 존재하는 관계에 있는

기가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

구인으로 설명하였다(Deci, 1971; Kruglanski,

에서처럼, 자율성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하

Friedman & Zeevi; 1971; Lepper, Greene, &

나의 연속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상

Nisbett, 1973). 즉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람들

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가능성을 가진

의 행동에 대해서 외재동기가 주어지면 그 행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동에 대한 내재동기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내재동기와 외재

다(Deci, Koestner, & Ryan, 1999; Lepper &

동기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서로

Henderlong, 2000; Sansone & Harackiewicz,

다른 “욕구” 혹은 “강의 수강 이유”를 갖는

2000).

다. 높은 내재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보다

Lepper와 Greene(1978)은 개인의 내재동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한다. 반면에 높은 외

는 외재동기가 증가하는 만큼 감소할 것이

재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학업과제를 다른

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외

목표 이를테면 직업을 구하거나, 보다 높은

재동기가 결여된 경우에 내재동기가 생기는

급여를 받는 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Deci, 1971; Lepper

(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 내

et al., 1973).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특정 조

재동기는 지적 개방성, 정서 안정, 성실성,

건 하에서는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대립적

주도성 및 외향성 등과 같이 바람직한 성격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

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타나기 시작하였다. Deci와 Ryan(1985)은 외

에 외재동기는 불안과 신경증적인 요인 등

재동기가 정보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도 있

과 같이 비적응적인 성격특성과 유의미한

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내재동기가 높아지면

정적 상관을 보였다(하대현 외, 2003).

외재동기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

학업성취와 동기의 연관을 살펴본 연구들

다. Amabile(1996)은 초기에는 내재동기와 외

에 따르면 내재동기가 강할수록, 즉 과제

재동기가 상호부적 역상관의 관계에 있다는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로 인하여 과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제를 수행할수록,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는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대립적 관계가

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며 결국 더욱 나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성취를 할 수 있다. 즉 내재동기와 학업성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Moneta와 Siu(2002)

취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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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Lepper, Corpus, & Iyengar, 2005).

자기제시의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교수자

반면 외재동기가 강할수록, 학생들은 자

가 자신들의 도전적 과제해결에 대한 욕구

신의 성취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특별한 관

를 채워줄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이 있는지가

심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성취지향은 초등학

이들의 관심이다. 그러므로 높은 내재동기

생이나 중학생들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

를 가진 학생들은 낮은 내재동기를 가진 학

고 (Midgley, Kaplan, & Middleton, 2001) 도리

생들보다 과시형이나 긍정형을 더욱 선호할

어 인지적 몰두의 감소와 연관지어진다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과시형 자기제시를 하

(Meece, Blumenfeld, & Hoyle, 1988). 그러나

는 교수자가 학문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외재적 요소를

것이다.

갖는 성취지향적 목표를 갖는 대학생들이

반면에 높은 외재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더욱 높은 성취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낮은 외재동기를 갖는 학생들보다 교수자의

수 있다(Barron & Harackiewicz, 2001; Elliot, &

과시형이나 긍정형 자기제시를 선호하지 않

Thrash, 2002). 대학생들의 경우를 더욱 자세

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교수자의

히 살펴보면, 내재동기는 도전적 강좌에서

수업이 자신의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기

높은 성적을 얻을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반

때문에, 교수자의 학문적 능력을 과시형 혹

면, 외재동기는 도전성이 낮은 과제에서의

은 긍정형으로 자기제시 한다고 해서, 이들

높은

&

을 더욱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이들 역시 과시형이나 긍정형으로 자기제시

순한 학습과제의 성취를 촉진하는 반면, 내

를 하는 교수자를 더욱 능력있다고 평가는

재동기는 복잡한 학습과제의 성취를 촉진한

할 것이다. 즉 내재동기나 외재동기 모두

다(Moneta & Siu, 2002).

이유는 다르지만, 교수자의 유능성에 초점

성적을

예측하게

해준다(Kahoe

McFarland, 1975). 그러므로 외재동기는

이와 같이 내･외재 학업 동기가 교수학습

을 두어 교수자의 자기제시를 평가할 것이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연구는 학

다. 내재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교수자에게

습자의 자아구성 이외에 학업 동기 개인차

배울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므로 교수자의

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에, 교수자의 자기

유능감에 관심을 둘 것이고 외재동기가 높

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가 더욱 잘 설명

은 학생들은 성적을 중요시하므로 관심을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둘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다

본 연구는 보다 높은 내재동기를 갖는 학

음과 같다.

생들은 "학습" 자체에 흥미가 있으므로, 교
수자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학문적

가설 1-2: 높은 수준의 내재동기를 갖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

학생은 낮은 수준의 내재동기를 갖는 학생

정하였다. 즉 지적개방성과 정적 상관을 보

보다 교수자의 과시형과 긍정형 자기제시를

이는 이들에게 과시형인지, 혹은 긍정형인

더욱 선호할 것이다.

가 하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내재동기

가설 2-2: 높은 수준의 내재동기를 갖는

가 높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학생은 낮은 수준의 내재동기를 갖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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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과시형과 긍정형 자기제시의 교수자가

다. 교수자 자기제시 시나리오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본 연구는 Miller와 그의 동료들이(1992)

가설 2-3: 높은 수준의 외재동기를 갖는

제시한 세가지 유형에 근거하여 교수자의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외재동기를 갖는 학

자기제시 유형을 1) 과시형, 2) 긍정형 3)

생들보다 과시형과 긍정형 자기제시의 교수

낮춤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자가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첫째, 과시형 자기제시는 최상급의 찬사
를 종종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성과를 나타낸다. 이들은 자

Ⅲ. 연구방법

신의 성취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보다는 자
신이 원래 매우 “우수한” 사람이라서 별다
른 노력없이 성과를 냈음을 강조한다. 또한

1. 연구 대상 및 절차

이들은 자신의 성취가 매우 당연한 것이라
가. 연구대상

고 표현한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사립 종합대학

서 최고이다”라든지,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교의 “우주의 이해” 학부 강좌를 수강하는

예를 들면 “나는 이 분야에

이 일을 잘한다” 등이다.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155명을 대상으로 이

둘째, 긍정형 자기제시 역시 자신의 성과

루어졌다. 이 중 남학생은 61명(39.4%), 여학

를 나타내지만,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

생 94명(60.6%)였다.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

했음과 과업에서의 자신의 책임이나 다른

는 19세에서 28세였다(M=20.5, SD=4.3). 전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공별

면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일

분표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93명

(60.4%), 사회계열 42명(27.3%), 기타 이공계
열 19명(12.3%)이었다.

이를테

을 해야만 했다는 식이다.
셋째, 낮춤형 자기제시는 자신의 능력이
나 재능이 부족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나. 실험설계 및 절차

또한 이들은 자신의 특정한 성과에 대해서

본 연구의 참여자인 학부생들은 세 가지

는 스스로도 뜻밖이라고 여겨서 당황했다는

유형의 교수자 자기제시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 서로 다른 자기제시 유형에 대한 자
신의 평가를 지필검사로 응답한다. 또한 응

식의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답자들의 1) 독립적 자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2) 학업 동기: 내재동기와 외재동

1) 시나리오 1: 과시형 자기제시

기도 측정되었다. 세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과 수

에 대한 학부생들의 반응은 1) 학습자의 선

업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인사드립니다.

호도 2)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유능성

먼저 제 소개를 드리지요. 저는 스스로 이

으로 측정되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만큼은 그 어
떤 전문가와 비교해도 최고라고 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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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수업 내용 역시 국제적인 수준이

리오를 읽도록 한 후 이들의 평가를 측정하

라고 자신합니다. 이 분야를 다루는 비슷한

였다. 본 연구의 “과시형” 자기제시가 실제

수업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

로 교수자가 우쭐대거나 잘난척하는 상황을

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행운이라고도 할 수

제대로 나타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작확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제 강의를 열심히

인(manipulation checks)을 실시하였다. 긍정형

듣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과 낮춤형도 마찬가지였다.
과시형 자기제시 시나리오의 조작확인을

2) 시나리오 2: 긍정형 자기제시

위하여 “교수자가 매우 잘난척한다”부터

안녕하세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을 만

“매우 겸손하다”까지의 6간 척도를 사용하

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

였다. 조작확인 결과, 과시형 자기제시는 긍

를 드리지요. 저는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

정형 자기제시보다 잘난 척하는 것으로 나

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이 수

타났다: 과시형 시나리오(M = 4.483, SD

업을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1.160) > 긍정형 시나리오(M=2.795, SD=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지 또 재미있어할

1.157). [t(1, 150)=14.199, p<.001]. 과시형 시

지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

나리오는 낮춤형 자기제시보다 과시하는 것

익한 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 나름대

으로 나타났다: 과시형 시나리오(M = 4.483,

로 강의내용도 계속 업데이트 하고 강의 준

SD =1.160) > 낮춤형 시나리오(M=1.828,

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

SD=.929). 과시형 자기제시는 낮춤형 자기

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제시보다 .001 유의수준에서 잘난척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1, 150)=20.393, p<.001]

3) 시나리오 3: 낮춤형 자기제시

긍정형 및 낮춤형 자기제시 시나리오의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과목에

조작확인은 “교수자가 매우 긍정적이다”부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관심

터 “매우 부정적이다”까지의 6간 척도를 사

도 별로 없어서 이 수업을 맡고 싶지 않았

용하였다. 조작확인 결과, 긍정형 자기제시

는데, 학과 사정상 어쩔 수없이 제가 맡게

는 과시형 자기제시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가르쳐보는 내

나타났다: 긍정형 시나리오(M = 4.889, SD

용도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가

=.946) > 과시형 시나리오(M=4.158, SD=

지로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보다 그저 몇 년

.180). [t(1, 151)=-6.660, p<.001].

일찍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한 학기동안 강

기제시는 낮춤형 자기제시보다 긍정적이었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협조

다: 긍정형 시나리오(M = 4.889, SD =.946)

해줘야지 무사히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 낮춤형 시나리오(M=2.026, SD=1.106).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1, 152)=22.692, p<.001]. 조작확인을 통하

긍정형 자

여 과시형 시나리오는 과시형 자기제시로
라. 조작확인

서, 긍정형 시나리오는 긍정형 자기제시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세 가지 유형의 시나

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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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여하고, 숙제를 하고, 학교에서 더욱 잘 해
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측정한 문항들 중

본 연구는 연구대상 모두의 자아구성과
학업 동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세 가지 유

에서 본 연구의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수정
하여 내･외재동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형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대상 1) 학습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수는 내재동기

의 선호도와 2)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3문항, 외재동기 4문항이다. 설문은 6간척도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로 이루어졌다. 내재동기 문항의 예는 “내
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

가. 자아구성

우는 것이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공

본 연구는 Kim과 그의 동료들(2003)의 자

부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

아구성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Kim

이 즐겁기 때문에” 등 이다. 외재동기 문항

등의 연구는 Singelis (1994)와 Gundykunst와

의 예는 “내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나

동료들의 연구(1996)에 기초한 것이다. 자아

중에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다.

구성 척도는 독립적 자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문항 수는 각 13
문항과 10 문항이다. 독립적 자아구성 문항

다. 교수자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

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독립된 나의 개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

인적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다른

습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1) 학습자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행

의 선호도와 2)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동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상호의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학습자의 선호도는

존적 자아구성 문항은 “내가 속한 집단 사

“교수 A는 호감 가는 사람이다”, “교수 A와

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개인적 성취보다 더

만나서 이야기하면 즐거울 것 같다” 등의

중요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6간 척

6간척도로 이루어졌다. 독립적 자아구성 문

도로 이루어졌다. 과시형 자기제시 문항의

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839, 평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834, 평균값

균값 4.362, 표준편차 .578이었다. 상호의존

3.584, 표준편차 1.009이었다. 긍정형 자기제

적 자아구성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Cronbach α .829, 평균값 4.027, 표준편차

.876, 평균값 4.839, 표준편차 .741이었다. 낮

.589이었다.

춤형 자기제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나. 학업 동기: 내재동기와 외재동기

.791, 평균값 2.316, 표준편차

1.111이었다.

본 연구는 학업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유능성은 “교

Vallernad와 그의 동료들이(1993) 자기결정성

수 A는 똑똑한 사람 같다”,“교수 A는 강의

이론에 따라 동기유형을 측정한 문항과,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인 것 같다”.등의 문

Ryan과 Connell(1989)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

항으로 측정하였다. 과시형 자기제시 문항

자아구성과 내･외재 동기유형이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1075

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713, 평균

은 과시형, 긍정형, 낮춤형의 순이었다. 연

값 4.510, 표준편차 .994이었다. 긍정형 자기

구결과, 과시형과 긍정형은 아무런 차이를

제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나타내지 않았다.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

.889, 평균값 4.507, 표준편차 .830이었다. 낮

다(그림 1).

춤형 자기제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이와 같은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

Cronbach α .723, 평균값 2.287, 표준편차

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응표본 t검증을

.943이었다.

실시하였다. 문항 수는 각 2문항이다. 학습
자의 선호도는 .001 유의수준에서 긍정형
(M=4.876, SD=.758)이 과시형(M=3.541, SD

Ⅳ. 연구 결과

=1.085)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t(1,154)
=-14.485, p<.001]. 또한 긍정형은 낮춤형

1.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M=2.332, SD= 1.15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t(1,154) =

본 연구의 가설 1은 학생들이 긍정형 자
기제시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과시

23.289, p<.001].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유능성은 긍정

형, 제일 끝으로 낮춤형의 자기제시를 선호

형(M=4,554,

SD=.842)이 낮춤형(M=2.257,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가설 1은 입증

SD=.92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되었다.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유능성

다[t(1,154)=21.656, p<.001]. 그런데 긍정형
과 과시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인- 독립적

선
호
도
와
유
능
성
지
각

5

자아구성,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내재적 학
업 동기, 외재적 학업 동기, 자기제시에 대

4

한 학습자의 선호도,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
자의 유능성 -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1 참조). 본 연구의 개인차 변수인 자아

3

구성과 학업 동기는 대체적으로 높은 상관
을 보였다. 외재적 학업 동기와 독립적 자

2

아구성 간의 상관이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
을 뿐,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1
과시형

긍정형

선호도

낮춤형

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 동기에서 내

유능성지각

재동기와 외재동기는 상당히 약한 정적 상

〔그림1〕과시형, 긍정형, 낮춤형 자기제시에
대한 전반적 평가

관을 보이며 (r=.138),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자아구성에서 독립적 자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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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N=155)
동기
내재
동기

독립성

상호
의존성

과시형

긍정형

유능성
낮춤형

과시형

.138

독립성

.261 

.133

.330 

.166 

.050

과시형

.293 

.062

.175 

.070

긍정형

.236 

.071

.259  

.311 

.231  

낮춤형

-.044

-.101

-.094

-.035

.130

-.163 

과시형

.357 

.320  

-.134

.207

.559  

.298 

.034

긍정형

.148

.059

.139

.270

.085

.657

-.122

.244  

낮춤형

.010

-.093

-.013

-.021

.062

-.138

.711  

-.024

상호

구성

의존성

유능성

외재

선호도

외재

자아

선호도

자아구성





긍정형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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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역시 매우 약한 정

었다. 특히 내재동기는 독립적 자아구성 및

적 상관을 보였다(r=.050).

상호의존적 자아구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본 연구는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

한 정적성관을 나타내었다. 긍정형 자기제

가를 1) 선호도와 2) 교수자의 유능성 지각

시와 낮춤형은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

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종속변수 간의 상관

인 반면, 과시형에 대한 선호도와 낮춤형에

을 살펴보면, 세 가지 자기제시 유형 각각

대한 선호도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에 대한 선호도와 유능감은 높은 상관을 보

학습자가 지각하는 유능성의 측면에서는,

였다. 즉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자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과시형 자

선호도와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수자의 유능

기제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

성의 상관값은 r= .559로 .001 유의수준에서

능성의 경우, 내재동기는 긍정형 자기제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긍정형

와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낼 뿐이었다.

자기제시 (r=.657, p<.01) 낮춤형 자기제시
(r=.711, p<.01)에서 모두 마찬가지였다.

내재동기는 독립적 자아구성 및 상호의존
적 자아구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의 측면

상관을 보였다. 외재동기는 상호의존적 자

에서는, 학습자의 과시형과 긍정형 자기제

아구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

시가 내재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재동기와 외재동기는 상당히 약한 정적 상

였다. 외재동기는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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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138). 이와 같은 상관성은, 최근 논의

를 설명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

되고 있는 대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하

자의 자아구성 개인차만을 고려하였을 때

나의 양극선에 대립적으로 있지 않는 것이

에, 독립적 자아구성이 선호도를 통계적으

아니라, 독립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ß=.172, p<.05).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대한 1) 학습자의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1-1과 일치하였다.

선호도와 2)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유

여기에 내재 학업 동기와 외재 학업 동기

능성 사이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

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 적합도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R 
change=.063, F=5.191, p<.01). 그런데 이때

2. 교수자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 선호도

는 내재동기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를 설명하였다. 즉 높은 내재동기

본 연구는 자아구성과 학업 동기가 종속

를 가진 학생일수록 교수자의 과시형 자기

변수인 1) 학습자 선호도 2) 학습자가 지각

제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자의 유능성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

(ß=.273, p<.01).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모형을 활용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 선호도는,

하였다. 세가지 유형의 교수자 자기제시 모

자아구성 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독립적 자

형 각각에 1) 독립적 자아구성과 상호의존

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모두가 통계

적 자아구성 변수 2) 내재 학업 동기와 외

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호도를 설명하였다(독

재 학업 동기를 투입하였다.

립적 자아구성 ß=.244, p<.01, 상호의존적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

자아구성 ß=.299, p<.001). 그런데 내재, 외

<표 2> 세가지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 중다회귀분석(N=155)
선호도
과시형
상호

자기

의존성

구성

독립성

긍정형

.061

-.028

.172 

.103

학업

내재

.273 

동기

외재

.016

낮춤형

.299  

.273  

-.031

-.015

.244 

.224  

-.092

-.080

.089

-.006

-.016

-.089

F

2.699

4.019  

14.06   

7.297   

.746

.650



.034

.097

.156

.163

.010

.017





Change(F)

.063(5.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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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604)

.00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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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업 동기를 투입한 후에도 자아구성 변

된 이 모형에서는 학업 동기만이 통계적으

인이 학습자의 선호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

로 유의미하게 교수자 유능성 지각을 설명

였다(독립적 자아구성 ß=.224, p<.01, 상호의

하였다. 학생들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존적 자아구성 ß=.273, p<.01). 이로써 가설

높을수록 과시형 자기제시를 하는 교수자를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표 2 참조).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하였다(내재동기; ß=

낮춤형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
는 자아구성도 학업 동기도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294, p<.001, 외재동기; ß=.267, p<.001).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각
하는 교수자의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자아구성 개인

3. 학습자 지각 교수자 유능성

차 만을 고려하였을 때에,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각된 유능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각
하는 교수자의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성을 설명하였다(ß=.264, p<.01). 이러한 결
과는 가설 2-1과 일치하였다(표 3 참조).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자아구성 개인

이 모형에 학업 동기를 추가적으로 투입

차만을 고려하였을 때에, 상호의존적 자아

하였을 때,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자아구성 변수만

(ß=.201, p<.05). 이 모형에 학업 동기를 추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각된 유능성을

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 적합도가 통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가설 2-2는 과시형 자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R change=

기제시에서는 지지되었고, 긍정형에서는 입

.148, F=13.966, p<.001). 학업 동기가 추가

증되지 않았으며, 가설 2-3은 지지되지 않았

<표 3> 자기제시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교수자 유능성성지각 중다회귀분석 (N=155)
유능성
과시형
상호

자기

의존성

구성

독립성

긍정형

.201

.065

.124

.019

학업

내재

.293

동기

외재

.267   

낮춤형

.264 

.253  

-.020

-.007

.126

.118

-.012

-.001

 

.034

.005

-.003

-.092

F

4.699 

9.734   

7.404 

3.697 

.042

.329



.058

.206

.089

.090

.001

.009


Change(F)

.148(13.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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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080)

.0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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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춤형 자기제시에 대해서는 원래의 가

른 유형에 비해 보다 높은 호감도와 유능성

정대로 자아구성도 학업 동기도 유의미한

지각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은 교수자의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해서 유
능하다고 지각하지만,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는 않는다.

V. 논의 및 결론

자기제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자아구성 개인차가 자기제시에 대한 평가에

본 연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제시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를 살

“교수학습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자아구성 이외에도 학업 동기 개인차를 고

자아구성 및 학업 동기 개인차에 따라서 교

려하였다.

수자의 다양한 자기제시 유형을 어떻게 평
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 측면에
서 연구결과를 분석･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를

첫째,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는 매우 약한 정

자아구성 개인차만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적 상관을 보인다. 이는 내재동기와 외재동

독립적 자아구성이 선호도를 통계적으로 유

기가 하나의 양극선에 대립적으로 있는 것

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독립적 자아구

이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성이 특성이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 보이고,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독립적임을 보여준

부정적인 측면은 감추려고 한다”는 점으로

다. 또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자기제시 유형

설명이 된다(Markus & Kitayama, 1991; Smith

과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자기제시 유형은

&Bond, 1994). 자아구성 이외에 학업 동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우 높은 상관을

개인차를 투입하면,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

보였다.

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통

세 가지 유형의 자기제시에 대한 학습자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또한 학업

의 전반적 평가를 선호도 측면에서 분석해

동기 개인차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면, 자아

보면,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

구성이 아닌 내재동기가 유일하게 선호도를

장 높고, 과시형, 낮춤형의 순서이다. 반면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교수자가 자기제시

과시형과 긍정형 자기제시는 낮춤형 자기제

를 하는 “교수학습상황”에서는 “과제 자체

시보다 학습자가 지각하는 유능감이 통계적

에 흥미"가 높은 내재동기가 높을수록, 과시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기에서 과시형

형 자기제시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즉 교

과 긍정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수자의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는

나타내지 않았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자아구성이 아니라 내재적 학업 동기 개인

일치한다(Horenstein, 1975; Jones & Gordon,

차가 설명한다.

1972; Miller et al., 1991). 이를 통하여 교수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 동기 개인차를

자의 긍정형 자기제시 대해서 학생들은 다

고려하지 않았던 선행연구들과는 대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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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구성 변인

연구결과는 자아구성 개인차 변수로 긍정형

을 고려하여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

자기제시의 선호도를 설명하는 연구결과는

도를 분석했을 (Kim et al., 2003)에서는 별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Kim et al., 2003)와도

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과시형은 별

일치하는 것이다.

로 선호되지 않는다는(Jones & Wortman,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개인차가 낮춤형 자

1973; Miller et al., 1992) 연구결과가 다수

기제시를 설명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2003; 와는 달리, 교수학습상황에서 교수자

하거나 자랑을 하는 경우, 매우 교만하게

가 낮춤형 자기제시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이며 이는 부정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선호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다(Schlenker & Leary, 1982). 반면 본 연구는

이는 성립하였다.

“교수학습상황”에서 교수자의 자기제시에

자기제시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대한 학생들의 반응임을 고려하여, 학생들

수자의 유능성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분석･

의 학업 동기를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였더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과시형 자기제시에

니,

학업 동기가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대한 학습자의 평가를 자아구성 개인차만을

선호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고려해서 살펴보면,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이

이는 학습자의 내재동기가 높을수록 이들은

교수자에 대한 유능성지각을 통계적으로 유

교수자에게 배울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갖게

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긍정형 자기제시에서

되므로, 스스로의 강점을 드러내는 교수자

도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이 유능

에 대하여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

해석된다. 즉 본 연구는 교수학습상황에서

는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를 “독립

는 학습자의 내재동기가 높을수록 과시형

적” 자아구성이 설명했던 것과 서로 다른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을 발견하

결과이다.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

였다.

와 유능성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반면, 본 연구결과 교수자의 긍정형 자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관련시

제시의 선호도는 자아구성이 학업 동기 개

켜 보아도 의외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

인차보다 더욱 잘 설명한다. 즉 긍정형 자

구결과는 긍정형 자기제시에서도 마찬가지

기제시는 학업 동기보다는 자아구성, 즉

로 나타난다. 즉 긍정형 자기제시에서도 독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혹

립적 자아구성이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수자

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할 때에 갖는

의 유능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각, 느낌,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관계를 중시하며,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내

긍정형 자기제시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면

지 않는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을 가진 학습

서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하지 않고, 자

자들이 “자신이 강점을 드러내는” 과시형이

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측면 때문에 과시형

나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하여 도리어 “유

과는 달리, 학업 동기보다는 자아구성이 높

능”하다고 지각하는 일종의 대립효과로 해

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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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욱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황에서 교수자의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각

선호도는 학업 동기 개인차, 그 중에서도

하는 교수자의 유능성 역시 선호도와 마찬

내재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한

가지로 학업 동기 개인차를 투입하였을 때

다. 셋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교수자의

에, 모형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와 교수자의

증가하고, 학업 동기 개인차가 유능성을 설

유능성 지각은 매우 낮으며, 개인차 변수

명하였다. 단 이때에 내재동기 뿐 아니라

효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재동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능성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을 설명하였다. 외재동기 개인차가 유능성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수자가

을 설명하는 것은 내재동기가 높은 학생 뿐

내재동기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아니라, “성적”을 중요시하는 외재동기 높은

할 경우, 과시형 자기제시를 하면 선호도가

학생들 역시 교수자의 유능감에 관심을 둘

높다. 둘째, 교수자가 내재동기가 높은 학생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낸다.

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 과시형 자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모두 교수자의 유능

기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교수자를 더욱 유

성을 지각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최근 논의

능하다고 인식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학생

되고 있는 것처럼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들의 선호도와 유능성 지각을 원한다면, 긍

독립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실

정형 자기제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제로 본 연구에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의

교수자의 낮춤형 자기제시를 하는 것은 선

상관을 분석하였을 때, 이들은 매우 약한

호도에도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유능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독립적 관계에

성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있음을 나타내었다.
긍정형 자기제시의 경우, 학습자가 지각
하는 교수자의 유능성이 학업 동기 개인차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제시 상황에
서, 평가자들의 개인차가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를 투입하여도 여전히 자아구성 개인차가
유능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경향 역시 긍정
형 자기제시에 대한 선호도에서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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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ents' Effects of Self-Construal
and Academic Motivation on the Perception
of Professor's Self-Presentation Styles
Eun Jo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different self-presentation styles adopted by professors
at the begging of the semester. One of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one's own
concept and view of the self would strongly influence the way in which people evaluate others'selfpresentation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elf-construals significantly influence receivers' perception
toward various self presentation styles. So far, however, most studies on self-presentation style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specific social contexts such as “instruc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beginning of
classes,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presentation styles in the contexts of instructions,
while a significant number of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self-presentation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strangers, friend relations, and other gener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ituations. This
study proposes that, besides self-construals, instruction-specific factors such as academic motivation would
also influence the perception proces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he sample of 384 undergraduate
students at a large private university in a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evaluated positive self presentations most favorably, followed by bragging, and then by negative
self-presentation. On the other hand, as for perceived compet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ofessors' bragging and positive presentations.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besides self-construals, students' academic motivations significantly explained students' perception on
professors' self-presentation styles in terms of likeability and perceived competenc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eachers were discussed.
Key words: self-presentation, self-construal,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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