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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람들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다림을 멈추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와 같은 선택권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 부딪히곤 한다. 

학업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좀 더 학업적으로 가치 있는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TV 시청의 욕구를 참고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학업적 보상을 포기하고 TV를 시청하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처하곤 한다.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이란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욕구나 충족을 자제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족지연을 

더 잘하는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유능함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학생으로 하여금 좀 더 

만족지연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상황에서의 과제흥미 수준과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성취목표 유형이 만족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연구1), 

만족지연이 실제로 과제 성취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연구2). 

연구결과,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제흥미가 높을 

때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흥미로운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발전’에 초점을 

두는지(숙달목표)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 초점을 두는지(수행목표)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에 차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흥미롭지 않은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목표 

조건에서보다 숙달목표 조건에서 학업적 만족지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이 흥미롭게 느끼지 않는 과제를 할 때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학업적 만족지연과 과제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설계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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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과제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가 해당 과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흥미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해야 할 때에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같은 과제 자체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학업적 만족지연, 과제흥미, 성취목표 유형, 과제 성취도 

학   번 : 2009-2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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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싶어한다.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나 수많은 

자기계발서적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자신이 

즉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현재의 만족 추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가 성공적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이 즉각적인 욕구의 

충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좌절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성취감을 맛보고자 

한다(Mischel, 1996). 

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보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다림을 멈추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와 같은 선택권을 놓고 수많은 갈림길을 경험하게 

된다(Mischel, 1974).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이란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욕구나 충족을 자제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Mischel & Mischel, 1983). 성취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정서적 조절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Goleman(199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족지연은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구인이다. 

만족지연의 중요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학업상황에서도 꾸준히 증명되어왔다(오현주, 1993; Ford, 1982; 

Pellegrini, 1985). 학생들은 학교 또는 학교 외의 학습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낮은 학업적 성취수준과 같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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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할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만족(예: 친구들과 영화보기, TV시청 등)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와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학업적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는 딜레마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족지연을 더 

잘하는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유능함을 보인다고 한다(Shoda, Mischel, & Peake, 1990; Ayduk, 1999). 

따라서 학업상황에서의 만족지연은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는 데 

매우 신뢰로운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족지연이 학생들의 높은 학업 수행 및 미래의 성공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언제 만족지연을 좀 더 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과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수준에 따라 만족지연에 차이를 보인다(Bembenutty, 2008; 

Packham et al., 2004). 과제가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현재 즉각적인 만족 

추구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루한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과제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만족지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흥미 수준은 만족지연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흥미로운 

과제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학생들은 학업 과제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흥미롭지 않은 학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족지연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만족지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업 수행에 대한 성취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가 학생들의 만족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Bembenutty, 1999). 구체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자신이 과제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 지식을 획득하여 발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느냐, 

아니면 이 과제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을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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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지연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근거에 따라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 만족지연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사실 만족지연 연구는 

‘Marshmallow test(Goleman, 1995; Mischel, 1996)’라고 불리는 

실험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만큼 상당수의 연구들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마시멜로우 실험의 프레임에 의존해왔다. 즉, 

유아들에게 즉각적이지만 작은 보상(한 개의 마시멜로우)과 기다림 후의 

큰 보상(두 개의 마시멜로우)이라는 선택권을 주고 어떠한 조건에서 더 

많이 후자를 선택하는지를 확인해온 것이다. 이러한 실험 조건은 보상의 

가치가 학업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학업상황에서의 만족지연에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Durden, 1997). 또한, 학업적 보상의 

가치에 주목하여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해 살펴본 일부 연구들 역시 

학생들의 만족지연 성향에 대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Bembenutty, 1999).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적 보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언제 

만족지연을 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태도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지를 

행동적인 지표를 통해 직접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학생들이 실제 

학습 상황에서 좀 더 학업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추구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탐색해봄으로써 학생들의 만족지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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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과제흥미의 경우 과제 내용에서 보이는 자기관련성(self-relevance) 

수준에 따라 자기관련성이 낮은 과제를 저흥미 과제로, 자기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고흥미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취목표 유형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의 주요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숙달목표(mastery goal)와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과제흥미는 집단 내 변인(within-subjects)으로, 성취목표 

유형은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s)으로 포함하여 실험을 

설계하였고, 두 변인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얼마나 

만족지연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선행연구 결과(오현주, 1993; 

Bembenutty, 2007; Ford, 1982; Pellegrini, 1985; Pressley et al., 

198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만족지연 시간이 학생의 학업 성취 결과와 

실제로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은 학업적 만족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업적 만족지연과 과제 성취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것이 실제 과제 성취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업적 만족지연, 과제흥미, 성취목표 유형, 그리고 과제 

성취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변인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업적 만족지연 

 

학업적 만족지연(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은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의 개념을 ‘학업’이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형성시킨 

개념이다. 학업적 만족지연은 시간상으로 멀리 있지만 가치 있어 보이는 

중요한 학업적 보상 혹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충동의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Bembenutty & Karabenick, 2004).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만족지연을 주어진 과제(긴 지문을 읽고 문제 풀기)를 

수행하다가 즉각적인 만족물인 ‘짧은 지문으로 읽기’를 선택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나. 과제흥미  

 

흥미에는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과제에 대한 흥미 수준을 

주어진 글의 자기관련성(personal relevance) 정도와 보조적으로 

제공되는 그림의 매력도를 조작함으로써 상황적 흥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과제흥미는 자기관련성이 낮은 글로 이루어진 저흥미 과제와 자기관련성이 

높은 글로 이루어진 고흥미 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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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취목표 유형 

 

성취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은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이란 개인이 

학습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과 관련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참여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 중에서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취목표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1) 숙달목표 제시 

숙달목표지향성이란 목표의 초점이 학습과제에 있으며, 학습자가 과제를 

하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숙달목표는 과제 이름과 

과제수행목표로써 제시되었다. 과제 이름은‘고등학생용 과학 학습잠재력 

향상 프로그램’이었고, 목표 내용은 ‘제시되는 과학 관련 과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배움의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2) 수행목표 제시 

수행목표지향성이란 목표의 초점이 타인에 있으며, 과제 수행의 

목적으로써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이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이름과 과제수행목표로써 

제시되었다. 과제 이름은 ‘고등학생용 과학 학습잠재력 평가 

프로그램’이었고, 목표 내용은 ‘제시되는 과학 관련 과제를 통해 높은 

성적을 얻어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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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제 성취도 

 

과제 성취도는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한 과제에 대한 개인의 점수 결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과제 성취도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 점수, 그리고 지문 없이 문제만 제시되는 

마지막 과제에 대한 점수 결과로 구분된다. 이 때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는 주어진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4 지선다형으로 푼 결과를 

의미하며, 마지막 과제는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에서 읽은 글을 

바탕으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에 대해 단답형으로 응답한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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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업적 만족지연(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가. 학업적 만족지연의 개념 

 
학업적 만족지연(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족지연은 1960 년대에 Mischel 과 Metzne 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동학의 심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하여 

즉각적인 욕구만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지연에 따른 좌절을 

인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Mischel & Underwood, 1974). Mischel & 

Mischel(1983)에 의하면, 목표나 대상이 차단, 또는 지연될 경우에 

발생하는 흥분된 상태가 욕구좌절이라면, 미래의 결과를 위해서 기다리는 

행동 자체가 좌절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만족지연은 

좌절인내(frustration tolerance)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 내부적인 

차원에서 충동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행위를 지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외부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나 행동 대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이끄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Mischel et al., 1989). 

학업적 만족지연(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은 이러한 만족지연의 

개념을 ‘학업’이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형성시킨 개념이다. 학업적 

만족지연은 시간상으로 멀리 있지만 가치 있어 보이는 중요한 학업적 보상 

혹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충동의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Bembenutty & Karabenick, 2004).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덜 가치 있는 목표(예: 내일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와 만족을 

지연해야 하지만 더 가치 있는 목표(예: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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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고, 내일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집에서 공부하는 

것)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자의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보다 

가치 있는 후자의 학업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업적 만족지연은 이전에 없었던 개념으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만족지연 연구에서 이미 존재했던 개념을 학업적 상황으로 

가져와서 영역 특수적으로 접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로 

만족지연의 개념을 제안했던 Mischel 도 만족지연능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능력은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일반적인(general) 능력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역 특수적인(domain 

specific)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Metcalfe & 

Mischel, 1999).  

 
나. 학업적 만족지연 연구 

 
Pressley 와 그의 동료들(1983)은 교육적 및 학업적 수행에서 

만족지연이 학습자의 정보처리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줌을 

확인하면서 이 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1990 년대부터는 

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 변인들을 만족지연과 관련시킴으로써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만족지연을 잘 예측해주는지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Bembenutty 와 Karabenick 는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꾸준히 이루어져온 학생 개인의 연령(Mischel et al., 1989; Moore, 

Barresi, & Thompson, 1998), 성별(Mischel & Underwood, 1974), 

인종(Ward et al., 1989)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만족지연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가치(Bembenutty, 1999; Karabenick & Bembenutty, 

1998), 자기효능감(Bembenutty, 2002), 미래시간관점, 

목표지향성(Bembenutty, 1999)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그리고 실제 

학업성취도(Bembenutty, 2007)나 자기조절학습(Bembenut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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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benutty & Zimmerman, 2003)과 같은 행동적 특성까지 학업적 

만족지연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었다. 

Bembenutty 와 Karabenick 의 연구를 비롯하여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해 다룬 대다수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설문식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Bembenutty 와 Karabenick 가 

개발한 학업적 만족지연 성향을 측정하는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Scale (ADOGS)’과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다른 관심 

변인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설문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Bembenutty, 1999; Karabenick & Bembenutty, 1998; 

Bembenutty & Zimmerman, 2003).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Scale (이하 ADOGS)는 학업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학생들의 만족지연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검사도구이다. 이 도구는 1990 년대 후반에 개발되었는데, 

각각의 문항은 학생들이 실제 학업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즉각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예: 내일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족을 지연해야 하지만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예: 콘서트를 보러 가지 않고, 내일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응답자는 이 두 개의 보기로 

이루어진 10 개의 문항에 대해서 4 점 척도(1: 확실히 1 번 선택, 2: 

아마도 1번 선택, 3: 아마도 2번 선택, 4: 확실히 2번 선택)로 응답할 수 

있으며, 학업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확실히’ 선택할수록 

만족지연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DOGS 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적 만족지연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비판적 사고, 정교화, 시연, 메타인지, 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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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관리, 도움 요청, 그리고 학업적 성취 등 학업상황에서의 성공을 

예측해주는 많은 변인들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Romer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업적 만족지연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미래의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ADOGS 의 개발은 

학업적 만족지연과 다양한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응답한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만을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만족지연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학업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만족지연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학급분위기, 학습목표, 또는 

과제특성과 같은 다양한 상황적 특성의 영향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개인의 

만족지연에 대한 의지 수준은 결정되게 된다. 기존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ADOGS 라는 도구에만 의존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과 

학업적 만족지연 간의 관계를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학업적 만족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과제흥미(Task interest) 

 
1) 과제흥미의 개념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대해 흥미를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해당 대상이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더 많은 

주의 집중을 한다(Schiefele & Csikszentmihalyi, 1995). 또한,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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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할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의도적인 노력이나 주의가 흥미롭지 

않은 활동을 할 때보다 덜 요구된다. 따라서 흥미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해나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Wigfield 

& Eccles, 1992). 

교육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흥미를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로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왔다(Hidi, 1990).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비교적 

서서히 발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특정 자극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흥미와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식이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황적 흥미는 이후 개인적 흥미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특정 수업활동에 참여했다거나, 특정 교사의 강의를 

재미있게 들음으로써 상황적 흥미가 발생한 것은 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개인적 흥미로 발달해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황적 흥미가 갖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텍스트의 구조나 교수방법, 

학습활동과 같은 외적 요인의 탐색을 통해 흥미를 발현시키는 학습 환경을 

조사하여 왔다(김성일, 윤미선, 2004). 

상황적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과제가 갖고 있는 흥미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Schank(1979)는 흥미가 

불예측성(unexpectedness), 그리고 개인의 관련성(personal 

relatedness)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불예측성이란 

학습상황에서 주어지는 학습재료의 ‘신기성(novelty)’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재료로 주어진 것이 적당히 새롭거나, 

놀랍게 느껴지면 높은 흥미도를 보인다(Berlyne, 1974).  

자기관련성 역시 학습자의 흥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텍스트 흥미를 다룬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독자가 주어진 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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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텍스트 이해와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ergin, 1999). 이 때 관련성이란 개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정보로 느껴지는가를 의미한다. 즉, 학습재료가 학습자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학습자는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며, 이는 상황적 흥미로 이어질 수 

있다(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이처럼 학습상황에서 주어지는 과제 내용의 불예측성, 또는 학습자의 

자기관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자기관련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과제흥미를 조작한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텍스트 내용을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 수준을 통해 과제흥미를 달리 부여하였다(우연경, 2007). 즉, 

동일한 주제의 글에 대해서 과제흥미가 높은 조건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지어 설명하였고, 과제흥미가 낮은 조건에서는 글의 내용과 

정보 자체에만 집중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통한 

글의 흥미 조작은 실험의 의도대로 연구참여자가 지각하는 과제흥미 

수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  

 

2) 과제흥미와 학업적 만족지연의 관계 

높은 과제흥미를 갖는 것이 과제지속력 또는 학업적 만족지연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다. 학습내용이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학습자는 학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Packham et al., 2004). 또한, 학업적 

만족지연 척도(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Scale)를 통해 

만족지연이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서 다루고 있는 

과제에 대한 흥미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 

간에는 매우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mbenutt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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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학업과제 자체가 갖고 있는 흥미적 요인이 

학습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만족물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의 

쿠키를 즉각적인 만족물로, 기다림 후에 받게 되는 두 개의 쿠키를 

만족지연에 대한 보상물로 설정하여 실험한 연구에 따르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쿠키’에 대해 많은 주의를 하게 한 집단보다 아무런 지시를 주지 

않았거나 즐거운 일, 또는 슬픈 일을 생각하게 한 집단,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 집단이 더 만족지연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Mischel, 

Ebbesen, & Zeiss, 1972). 특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함으로써 보상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킨 집단이 만족지연을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들이 즉각적인 만족물로부터 좌절된 이 상황을 장난감을 가지고 

놂으로써 심리적으로 덜 좌절적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정서적인 각성을 통해 만족지연 정도를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3~5 세의 아동들에게 한 집단에는 행복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다른 한 집단에는 슬픈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든 후에 각각의 정서가 만족지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행복한 정서가 유발된 상황에서 

아동들은 즉각적인 만족물보다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슬픈 정서가 유발된 상황에서는 지연된 보상보다는 즉각적인 

만족물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학습자가 학업과제를 수행하면서 만족을 

지연하는 동안 느끼게 되는 정서, 특히 과제와 관련된 흥미 수준이 

만족지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과제에 대해 느끼게 되는 흥미의 정도는 학업적 

만족지연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현실적으로 언제나 흥미로운 과제만을 수행할 수는 

없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때로는 재미없는 과제를 하면서 개인의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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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좀 더 만족지연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요인이 필요할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나.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 

 
1) 성취목표지향성의 개념 

흥미롭지 않을 과제를 학습자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만족을 

지연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목표 내용을 달리 해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목표 개념이 바로 

‘성취목표’이다. 성취목표는 개인이 각각의 성취 상황에서 추구하거나 

인지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는 사회인지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학습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참여하는가를 설명한다. 초기의 성취목표 이론가들은 

성취목표의 중요한 두 가지 유형으로서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를 

제안하였다(Nicholls, 1984; Ames & Archer, 1988). 이는 개인이 

선호하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숙달목표지향성(학습목표 또는 

과제관여목표로도 불림), 또는 수행목표지향성(능력목표 또는 

자아관여목표로도 불림)으로 불리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라 학업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 패턴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왔다(Dweck, 1998).  

구체적으로, 숙달목표지향성은 성취의 의미를 과제를 통해 배우는 

것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과제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타인보다 유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배움 그 자체보다는 과제 외적인 것들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Duda & Nicholls, 1992; Meece & Holt, 1993; Pintrich, 

2000). 따라서 숙달목표지향성의 학습자들은 노력과 결과가 함께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나 기술의 학습 과정 자체를 즐겁게 

여기며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Elliot, 1999).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의 학습자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아가치감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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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습 과정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게 된다(Nicholls, 1989). 

성취목표지향성을 둘러싼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성취목표지향성이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안정적인 특질(trait)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state)인지에 관한 것이다(Ames, Ames, & 

Felker, 1977; Duda & Nicholls, 1992). 많은 연구들이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변인임을 인정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이 교육적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변화 가능한 심리적 

상태임을 제안한 바 있다(Ames, 1992; Blumenfeld, 1992). 구체적으로, 

Ames(1992)와 Blumenfeld(1992)는 교사의 교수전략과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목표에 영향을 준다는 점으로부터 성취목표지향성이 환경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구인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 Elliot 과 Dweck(1988)은 아동들에게 숙달목표와 

수행목표 중 어느 한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유지하여야 할 성취목표지향성을 조건에 맞게 유발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국내에서도 연구자가 외적으로 과제에 대한 목표를 조작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실험연구가 

존재한다. 정윤경(2007)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처치한 목표조건에 따라 그와 일치하는 성취목표지향성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목표와 관련된 환경적 개입에 따라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성취목표지향성을 실험조건에 따라 처치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취목표지향성을 조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과제 이름을 통해서 목표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Bulter, 1992; Harachiewicz & Elliot, 1993; 권은주, 김성일, 

2003). 예컨대,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경우,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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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과제 이름을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반면,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과제 이름을 ‘창의성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목표를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목표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 Benware & Deci(1984)는 참여자들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한 후에 이를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숙달목표 

조건에서는 다른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이후에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조건의 참여자에게는 과제수행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이 발전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수행목표 조건의 참여자에게는 과제수행 결과가 다른 학생들의 

평균점수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느 정도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Durik & Harackiewicz,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되는 

목표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성취목표지향성)가 변화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숙달목표 조건 또는 수행목표 조건에 맞게 적절한 

내용의 목표를 전달함으로써 성취목표지향성을 조작하고자 하였다. 

 

2)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적 만족지연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 수행패턴과 학업적 성취를 

매우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업적 만족지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조절을 연구한 Zimmerman(2000)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와 같은 

동기적 요소는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력과 함께 자기조절에 

중요하게 기능한다. 학업상황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좀 더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 역시 자기조절의 한 측면임을 고려해볼 때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목적은 학업적 만족지연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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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benutty(1999)의 연구는 특히 목표지향성 유형 각각이 학업적 

만족지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적 만족지연검사도구(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Scale)와 Midgley 외(1997)의 목표지향성 검사도구(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urvey)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군집분석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성향(숙달목표추구/ 수행목표추구)에 따라 3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숙달목표를 높게 추구하는 첫 번째 집단과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를 함께 

높게 추구하는 두 번째 집단은 모두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해서 높은 

동기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해 

모두 낮게 반응한 세 번째 집단의 경우 만족지연에 대해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Bembenutty(1999)는 숙달목표지향성을 특히 높게 

보이는 집단과 숙달, 수행목표지향성을 둘 다 높게 보이는 집단 모두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해 높게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높은 숙달목표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물과 무관하게 주어진 과제에 잘 집중하는 반면, 

수행목표지향성도 함께 높은 사람들은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 다소 

흥미로워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것으로 지각된다는 점에서 만족을 지연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행목표가 개인의 학업수행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존재한다(Dweck & Leggett, 

1988). 수행목표지향성의 핵심은 타인과의 비교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상대적인 유능함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행목표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제수행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해당 

과제를 더 잘하거나 적은 노력으로 그 과제를 성공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는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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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보다는 과제의 성취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고 결과에만 초점을 둔 

피상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준다(Nicholls, 1989). 

학업과제 수행 중에 만족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통제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노력과 자기조절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행하고 있는 과제 자체에서 가치를 

인식하는 숙달목표지향성의 학습자들이 과제를 다른 사람보다 유능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수행목표지향성의 학습자들보다 만족지연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다.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의 상호작용 

 

과제흥미와 학업적 만족지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흥미로운 

과제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과제흥미가 낮은 경우에는 과제를 하게 되는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만족지연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과제흥미와 학업적 만족지연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하나의 변인이 바로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목표 제시 방식이다.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는 것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숙달목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과제 이해를 통해 자신이 좀 더 발전하고 실력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과제가 재미있을 때는 물론, 과제가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더라도 이 과제를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인식함으로써 비학업적인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과제 수행을 통한 자기 발전이라는 학업적인 보상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업동기수준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제흥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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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학업수행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Harackiewicz et al., 2008). 

반면, 과제 자체가 갖는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좀 더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과제를 하는 수행목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재미있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요인으로 인하여 만족지연을 하는 데 

숙달목표를 제시 받은 사람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루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상황에서 보이는 만족지연 양상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을 보호하려는 수행목표로 인하여 숙달목표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수행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 많은 노력을 하고도 실패하게 

된다면 자신이 무능력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한다(Nicholls, 1989). 

그리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회피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개념을 

보호하려고 한다(Dweck, 1986). 이러한 설명은 수행목표 상황에서 

지루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제가 흥미롭게 느껴질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인식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과제 수행에 더 적은 노력과 피상적인 학습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또한, 숙달목표 상황에서는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움의 

즐거움, 또는 자기성장 자체가 학습자에게 하나의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굳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과제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행목표 

상황에서는 과제가 타인보다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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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즉각적인 

만족물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에 나타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과제흥미가 높은 

상황에서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과제흥미가 낮은 상황에서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 조건에서는 과제흥미가 낮더라도 과제흥미가 높았을 

때와 유사하게 학업적 만족지연을 하여 과제흥미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과제흥미가 낮아지면 학업적 만족지연 

수준이 과제흥미가 높을 때보다 유의하게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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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을 통해 과제흥미가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업적 

만족지연을 한 시간은 실제 과제 성취도와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저흥미 조건의 참여자는 숙달목표를 제시 받을 때 학업적 

만족지연을 더 잘할 것이다. 

1-2. 고흥미 조건의 참여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참여자의 만족지연 시간은 과제 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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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소재 1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0 학년 중 4 개 반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61 명이었으며, 참여자 중 66 명(약 41%)은 여자, 95 명(약 59%)은 

남자였다.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즉각적인 

만족 추구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자기통제능력이 생물학적으로 

전전두엽의 발달적 특성과 특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Metcalfe & 

Mischel, 1999). 전전두엽은 추론, 계획, 만족지연을 통해 충동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 부위는 3~4 세경에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후 

아동기 때 그 기능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Diamond & 

Knight, 2002) 이러한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기라고 보이는 

연령의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참여자 중에서 실험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판단한 25 명의 학생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데이터가 손실된 3 명의 학생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１

.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136 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집단 간 변인인 성취목표 유형을 다르게 조작한 실험 상황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변인인 과제흥미의 경우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되어 한 참여자가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에 참여한 학생들의 집단 구성은 

                                            
１

 불성실 참여자는 다음의 세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첫째, 각 

과제에서 30초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짧은 지문의 과제를 선택한 경우(4명), 둘

째, 과제에 참여한 시간을 문제 개수로 나누었을 때 한 문제당 1분도 채 투자하

지 않은 경우(5명), 셋째, 과제가 끝날 때까지 만족지연을 하였지만 그 시간이 

과제당 7분 미만인 경우(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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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목표에 따라 숙달목표를 제시하는 집단 74 명(54.4%)과 

수행목표를 제시하는 집단 62명(45.6%)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학업성취수준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준보다 대체로 높다는 

점이다. 이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생들의 학교 입학 

가능 여부는 중학교 때의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해당 학교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이 200 점 만점에 180 점 이상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한 학교라는 점에서 비교적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참여자들이 직접 수행하게 될 과제와 

사전검사 설문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수행과제의 경우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학업적인 가치를 잘 인식하게 하고, 실제적인 학업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 중 하나인 과학 

영역을 선택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가 과학 영역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는 

능력 수준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 및 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과제에 대한 참여자의 사전 능력 외에도 본 

실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학습자의 개인 특성들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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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과제 

 

참여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글은 과학 영역에 포함된 개념에 대한 

내용이되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 

특히 고등학교 10 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만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제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 단계당 4 개의 글과 4 개의 문제가 

마련되었으며, 이 문제들은 주어진 글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의 글이 

제시될 때마다 함께 제공되었다. 이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흥미 과제를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흥미 과제를, 반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 

고흥미 과제를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흥미 과제를 하도록 과제 

순서에 따라 두 개의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설계함으로써 과제 순서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를 통제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문항은 모두 4 지선다형인 객관식이고, 세 

번째 단계의 문항은 단답형으로 이루어진 주관식이다. 문제 내용은 모두 

글을 성실하게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사실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로 

제작하였다.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모든 글은 각각 531~542 개의 단어, 50~54 줄, 그리고 4 개의 화면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로 한정지음으로써 과제의 길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제 특성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글의 길이는 

고등학교 10 학년 학생들의 평균적인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읽기 속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 2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50~70% 이해수준으로 1 분에 200~300 개의 단어를 

읽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현진, 2012; 이석우, 1971). 실제로 과제를 

최종 개발한 후 고등학교 10, 11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7 명에게 글을 

읽도록 하여 시간을 측정한 결과, 531~542 개의 단어가 포함된 글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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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데 평균적으로 1 분 30 초~2 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와 같이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읽게 하여 시간을 측정해봄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연령 및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글의 길이와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목적의 특성상 과제를 수행하다가 ‘짧은 지문으로 

읽기’를 선택할 수 있다. ‘짧은 지문으로 읽기’는 만족지연을 하는 

대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싶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어진 것이다. 참여자들은 과제에 참여하는 도중에 짧은 글로 대체하여 

글을 읽고 과제를 빨리 마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짧은 글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짧은 지문을 선택하더라도 실제로 주어지는 글은 

짧은 지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본래 주어지는 글과 동일한 것이 

주어지도록 실험이 설계되어 있었다
２
.  

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각 단계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흥미 과제 

저흥미 과제에서 제시되는 글은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보전달의 글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이 주요 개념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한다. 예컨대, ‘대류권과 역전층’에 대한 글이라면, 우선 

대류권과 역전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 특히 이 현상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문단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글의 구성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최대한 ‘사실’위주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２
 이는 본 실험이 학업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만족물인 ‘짧은 지문으로 읽기’를 

선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족지연 시간)에 주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짧은 지

문을 선택한 이후 받게 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설계

가 가져오는 제한점에 대해서는 뒤의 논의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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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저흥미 과제에서 다룬 과학 관련 주제는 ‘이끼 식물의 종류와 

특성’, ‘대류권과 역전층’,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사람과 

식물의 호르몬 분비’이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글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삽화가 하나씩 제시되었는데, 저흥미 과제에서 제시된 그림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연령대의 사람들이 흥미를 잘 가지지 않을 만한 것으로 

제공되었다. 

각각의 글에 대해서는 그 글과 관련된 4 지선다형 문제가 한 개씩 

제공되었으며,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2) 고흥미 과제 

고흥미 과제에서 제시되는 글은 과학 개념을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음으로써 독자가 글에 대해 자기관련성(self-relevance)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예컨대, ‘수면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면, 특이한 수면습관을 가진 동물의 예를 먼저 

들고, 이와 비슷한 수면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잠을 잘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면장애를 보이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이 구성된다. 이처럼 고흥미 과제에서는 

주어진 글이 독자의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일상생활의 예를 들면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고흥미 

과제에서 다룬 과학 관련 주제는 ‘수면 장애의 종류’, ‘투명인간의 

실현가능성’, ‘물 분자의 특성’, ‘연금술의 역사’이다. 이 때 고흥미 

과제에서 제시되는 글의 제목은 참여자의 흥미를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글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삽화가 하나씩 제시되었는데, 고흥미 과제에서 제시된 그림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연령대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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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흥미 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글에 대해서는 그 글과 관련된 

4 지선다형 문제가 한 개씩 제공되었으며,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3) 세 번째 과제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모두 경험한 

참여자들은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읽은 글을 

바탕으로 단답형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된다. 이 단계는 참여자의 

과제수행점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앞의 두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만족지연을 해야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나의 글에 각각 하나의 문제가 제공됨으로써 총 8 개의 문제가 주어지며, 

문제의 난이도는 글을 성실히 읽었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화면의 예시(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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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화면의 예시(문제 부분) 

 

 

[그림 3] 세 번째 과제 화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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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짧은 지문 

본 실험에서는 실제로 짧은 길이의 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짧은 길이의 지문이 존재함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선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짧은 지문으로 읽기’라는 버튼을 화면에 제시한다. ‘짧은 지문으로 

읽기’를 선택한 후에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지문은 본래 긴 지문으로 

주어지는 지문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짧은 지문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모든 참여자들은 동일한 과제를 풀게 된다. 

 

 

나. 사전검사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검사로 

자기조절,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과학 과목에 대한 가치와 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박병기 외(2005)가 양명희(1999), Pintrich(1999), 

Wolters(1999) 등에 의해 개발되었던 기존의 자기조절학습 척도를 인지, 

동기,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행동조절 중에서 ‘공부시작’과 ‘공부지속’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부시작과 공부지속 문항들은 평소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부에 방해가 되는 외부환경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업상황에서 평소에 즉각적인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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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잘 지연시키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만족지연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 문항은 5 점 척도(1 점: 

전혀 아니다, 5 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로 나타났다. 

 

<표 1> 자기조절 문항 

하위구인 문항 

공부시작 
∙ 공부를 하고자 결심하면 미루지 않고 곧 공부를 시작한다. 

∙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다. (역) 

공부지속 
∙ 공부 도중에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하면 공부를 멈춘다. (역) 

∙ 공부 도중에 가족이 TV 를 보아도 나는 공부를 계속한다. 

 

 

2)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은 Elliot & McGregor(2001)가 개발한 Achievement 

goal item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과학 수업에서의 목표 내용으로 

수정하여 측정되었다. Achievement goal item 은 숙달접근목표, 

숙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3 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근 동기만을 실험 상황에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검사로서 개인의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측정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 문항은 5 점 

척도(1 점: 전혀 아니다, 5 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신뢰도는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69,  .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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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취목표지향성 문항 

하위구인 문항 

숙달접근 

목표 

∙ 나는 과학 수업 때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다. 

∙ ∙ 나에게는 과학 수업의 내용을 가능한 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  중요하다.  

∙ ∙ 나는 과학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  

수행접근 

목표 

∙ 나는 과학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과학 수업에서 나의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 나는 과학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과학가치 

과학 영역에 대한 가치는 Berndt & Miller (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Berndt & Miller (1990)는 Eccles 와 그의 

동료들(1984)이 학교의 가치(value)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의 유용성(utility), 중요성(importance), 그리고 

흥미(interest)에 대해 물었던 것을 참고하여 특정 과목에 대한 가치를 그 

과목의 유용성, 중요성, 그리고 흥미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과학 과목에 대한 개인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소 과학 과목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용성, 중요성, 그리고 흥미 수준을 각각 2 문항씩 

물어보았다. 과학에 대한 가치 문항은 5 점 척도(1 점: 전혀 아니다, 5 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6 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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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학가치 문항 

하위구인 문항 

유용성 
∙ 나는 과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과학 과목은 나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중요성 
∙ 나는 과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과학 과목은 나에게 중요하다.  

흥미 
∙ 나는 과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과학 과목에 관심이 있다.   

 

 

4) 과학효능감 

과학 영역에 대한 효능감은 Pintrich & De Groot (1990)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MSLQ에서 동기적 믿음(motivational beliefs) 

중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해당하는 문항 중 일부를 과학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과학에 대한 효능감 문항은 

5 점 척도(1 점: 전혀 아니다, 5 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표 4> 과학효능감 문항 

∙ 나는 과학 수업 때 다루어지는 내용을 잘 이해할 자신이 있다.  

∙ 나는 과학을 매우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나는 과학 수업 때 주어지는 문제나 숙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나는 과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과학 수업 때 다루어지는 내용을 잘 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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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본 실험에서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속한 과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의 내용을 과제가 시작하기 전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각 단계가 시작할 때와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과제가 끝난 후에는 실험조작(manipulation check)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실험 의도에 따라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흥미에 대한 문항은 

‘나는 1단계에서의 글보다 2단계에서의 글이 더 재미있었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취목표 유형에 대한 문항은 숙달목표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나의 주요한 목표는 과학 문제에서 주요한 개념을 

학습하면서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수행목표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나의 주요한 목표는 과학 문제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이었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조작검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주요 변인인 과제흥미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참여자 161명 중 125명인 약 78%가 실험에서 제공된 

과제흥미 조작과 일치한 응답을 하였고, 두 번째 주요 변인인 성취목표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참여자 161명 중 120명인 75%가 실험에서 

제공된 성취목표 유형 조작과 일치한 응답을 하였다.  

두 변인에 대해서 실험조작의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흥미의 경우 참여자가 과제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에서 제시된 글을 모두 기억하여 흥미 수준을 

평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곡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취목표 유형의 경우 수행목표의 

조작이 숙달목표 조작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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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참여자 80명 중 71명인 약 89%가 조작에 성공하였고,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참여자 80명 중 49명인 약 60%가 조작에 

성공하였다. 이는 수행목표 조건의 참여자가 본 과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꼭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과제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의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실험조작검사에서의 응답이 참여자가 실제로 경험한 과제흥미 

및 성취목표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험조작검사에서의 응답은 실험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실험과정에 포함된 수행과제와 설문 문항은 모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전문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 웹 주소를 입력하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웹 

주소는 총 4개로, 첫 번째 주소는 숙달목표 조건이면서 고흥미 과제를 

먼저 수행하는 버전, 두 번째 주소는 숙달목표 조건이면서 저흥미 과제를 

먼저 수행하는 버전, 세 번째 주소는 수행목표 조건이면서 고흥미 과제를 

먼저 수행하는 버전, 네 번째 주소는 수행목표 조건이면서 저흥미 과제를 

먼저 수행하는 버전으로 개발되었다. 

 

 

3. 연구절차 

 

실험은 교내 컴퓨터실에서 총 4일에 걸쳐 하루에 한 학급씩 시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각각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자 1인이 주로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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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 실험을 진행하는 데 도움 역할을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4개 반 중에서 2개 반은 숙달목표 조건, 다른 2개 반은 

수행목표 조건으로 할당되었다. 성취목표 유형에 대한 전달과 과제 안내는 

연구자가 교실 앞에 있는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실험과정은 교실 뒤쪽에 서 있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모니터링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입실하기 전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수행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았다. 이후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그림 4]과 같으며, 실험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4] 연구절차 

 

가. 안내 및 사전 검사 수행  

   

연구참여자들이 입실하면 각자 컴퓨터 앞에 자유롭게 착석하도록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만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안내 및 사전 검사 수행(10분) 

↓ 

과제수행목표 및 수행과제 소개(7분) 

↓ 

과제 수행(30분) 

↓ 

실험조작 확인(3분) 

↓ 

실험목적 보고(전체 실험 종료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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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여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주의가 집중되면 연구자가 소속 및 

과제 제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인지학습연구회’에 소속되었음을 밝히고, 과제 제목은 숙달목표 조건의 

경우 ‘고등학생용 과학 학습잠재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수행목표 조건의 

경우 ‘고등학생용 과학 학습잠재력 평가 프로그램’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연구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사전 

검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설문 응답이 모두 끝나면 다시 프로그램 

진행을 멈추고 교실 앞을 보도록 하였다.  

   

 

나. 과제수행목표(성취목표 유형) 및 수행과제 소개  

 

  참여자들이 사전 검사를 모두 마치면 연구자는 교실 앞에서 

대형스크린을 이용하여 과제 내용과 이 과제의 목표(성취목표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때 프로그램(과제)의 전체 구성과 

화면에서 보이는 버튼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설명한 반면,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성취목표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의 의도대로 목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1) 프로그램의 유용성 소개 

연구참여자들이 해당 과제의 가치를 인식하여 과제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목표 유형에 맞게 과제 수행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이 과제를 고등학생의 과학 학습잠재력을 

향상(숙달목표 조건) 또는 평가(수행목표 조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 조건에서는 이 과제가 ‘학생들에게 과학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였고,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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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였다.  

 

2)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 및 과제 수행 방법 설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화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12분 동안 4개의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4지선다형 문제를 글 하나당 한 개씩 풀게 됨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글은 없고 문제만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읽은 글을 바탕으로 출제된 단답형 문항이며 이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본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장 정확하면서도 최대한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업적 보상 

제시). 따라서 3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12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알려주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중에 ‘짧은 지문으로 읽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짧은 지문으로 읽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기존에 주어진 

글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글이 제공되므로 프로그램을 빨리 끝내고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학업적으로 덜 가치 

있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하지만 짧은 지문의 

경우 글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긴 지문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 번째 단계에서 불이익의 요소가 될 

수 있음도 함께 주의시켰다. 

프로그램 수행을 모두 마치면 마지막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결과가 

그래프로 제시된다는 설명과 함께 가상의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이 그래프 

역시 성취목표 유형의 조건에 따라 달리 제시되었는데, 숙달목표 

조건에서는 각 과제에서 자신이 수행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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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수행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숙달목표 조건에서의 그래프는 참여자가 

실제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되었고, 수행목표 조건에서의 

그래프는 실험 첫 날 숙달목표 조건을 통해 얻은 참여자의 평균 

점수(12.03점/16점)를 제시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제성을 높임으로써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조건을 조작하는 것과 참여자들의 과제 참여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본 실험과정에 포함되었다
３

([그림 5], 

[그림 6] 참고).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화면의 예시를 보여주고 화면에 나타나있는 

중요한 버튼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과제 화면 예시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고).  

 

 

[그림 5] 과제 성취도 결과 그래프 예시(숙달목표 조건) 

                                            
３

 피드백(피드백 제시 방식, 자신의 수행결과 등)이 본 실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과제가 완료된 후에만 피드백을 한 번 제시하였다. 본 실

험에서 피드백을 제시하는 목적은 피드백이 제시된다는 사실을 과제 수행 전에 소

개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인

식시키는 데 있다. 



 

 40 

 
[그림 6] 과제 성취도 결과 그래프 예시(수행목표 조건) 

 

 

3) 과제수행목표(성취목표 유형)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인 과제수행목표는 성취목표 유형 조건에 따라 

달리 제시되었다. 이 목표는 참여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자에 

의해서 직접 설명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각 단계가 시작할 때와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마다 제시됨으로써 

참여자들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상기시켜주었다.  

숙달목표 조건의 과제수행목표는 ‘다음 제시되는 과학 관련 과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배움의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고, 

수행목표 조건의 과제수행목표는 ‘다음 제시되는 과학 관련 과제를 통해 

높은 성적을 얻어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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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과제수행목표(성취목표 유형) 제시 화면 

(좌: 숙달목표, 우: 수행목표) 

 

다. 과제 수행  

 

과제 수행은 각자에게 주어진 컴퓨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학급의 성취목표 유형은 동일하지만 과제흥미에 따라 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제 순서는 달랐다. 한 학급 내에서 참여자의 반은 저흥미 과제가 

첫 번째 과제로 주어졌고, 나머지 반은 고흥미 과제가 첫 번째 과제로 

주어졌다. 과제흥미에 따른 과제 순서는 참여자들에게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총 세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과제에서는 각각 최대 12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4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과제 수행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다.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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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과제의 경우,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참여자는 없었다. 

 

라. 실험조작 확인  

 

과제 수행을 모두 마친 후에는 실험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설문이 실시되었다. 모든 설문이 끝난 후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프로그램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과제를 빨리 마친 참여자들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보조원이 주의를 주었다.  

 

마. 실험목적 보고(Debriefing) 

 

총 4일에 걸쳐 모든 참여자들의 실험이 끝난 후에는 본 연구의 의도를 

적은 글을 통해 실험목적을 연구참여자에게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에는 

연구자의 소속과 연구 배경,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수행했던 과제들이 본 

연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었으며, 

실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질문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달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인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되, 과제흥미는 집단 내 변인으로, 성취목표 

유형은 집단 간 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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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확인하였다.  

반복측정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상의 개인차와 무선오차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도경수, 박태진, 신현정, 2011). 참가자들 간에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경우 개인차는 데이터에서 커다란 변산을 

발생시키게 된다. 만약 참가자들을 한 번만 측정하면 개인차를 

무선오차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차 항에 포함된다. 

하지만 참가자들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개인차를 평가하여 이를 

오차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검증력 있는 실험설계를 

만들어줌으로써 영가설을 좀 더 쉽게 기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한편, 반복측정 설계는 설계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한 시행에서 다른 시행으로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가령, 참가자가 초기 시행에서 

무엇인가를 학습한 것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행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처치를 가하는 순서의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Howell, 2011). 역균형화란 실험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습효과를 균등하게 만들도록 설계한 

처치조건들의 배열을 일컫는 용어로서 구체적으로 절반의 참가자는 처치 

A 를 받은 후에 처치 B 를 받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는 처치 B 를 받은 

후에 처치 A 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균형화가 이월효과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는 없지만 두 처치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측정 설계 시에는 이러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내 변인으로 설계된 

과제흥미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반은 저흥미 과제를 먼저 경험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고흥미 과제를 먼저 경험하도록 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후에는 계획적 비교(planned comparisons)를 

통하여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조건들의 평균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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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계획적 비교는 ANOVA(analysis of variance)의 

대안적인 한 접근법으로 연구자가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쌍들 간의 차이만을 검증함으로써 수행할 검증의 수를 미리 제한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연구가 강력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 잘 지지되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획적 비교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정옥분, 

임정하, 2004; Maxwell & Delaney, 199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적 만족지연에 대한 과제흥미의 

효과가 목표제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좀 더 높은 검정력을 통해 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숙달목표 

집단과 수행목표 집단에서의 학업적 만족지연 차이를 과제흥미에 따른 두 

가지 과제에 대해 각각 계획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인 만족지연 정도와 실제 과제 성취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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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전검사의 주요 변인별 기술통계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자기조절능력 중 공부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수준에 대한 인식과 과학효능감, 과학가치는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자기조절=3.31, 평균과학효능감=3.46, 평균과학가치=3.64).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참여자들의 숙달접근목표 지향성이 수행접근목표 

지향성보다 높게 나타났다(평균숙달접근=3.95, 평균수행접근=3.25).  

 

<표 5> 사전검사 기술통계치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기조절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 

과학효능감 

과학가치 

3.31 

3.95 

3.25 

3.46 

3.64 

.72 

.75 

.84 

.78 

.88 

1.25 

1.67 

1.00 

1.60 

1.17 

5.00 

5.00 

5.00 

5.00 

5.00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던 만족지연 시간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４

. 전체적으로 개인당 총 만족지연의 평균시간은 

20.14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제를 하는 데 주어진 총 24분의 시간 중 

약 84%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만족지연 시간에 대한 높은 평균값은 본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성취가 비교적 높은 집단에 속해있으며, 높은 

숙달목표지향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특성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만족지연이 부적 편포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만족지연의 평균 시간은 본 

                                            
４

 또 다른 종속변인인 과제 성취도의 기술통계치는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에 제

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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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목표 조건에서는 과제흥미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만족지연 시간이 더 

긴 반면(평균저흥미=10.52, 평균고흥미=10.17), 수행목표 조건에서는 

과제흥미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만족지연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저흥미=9.41, 평균고흥미=10.08).  

 

<표 6> 성취목표 유형과 과제흥미 조건별 학업적 만족지연의 

기술통계치 

(단위: 분) 

 

다음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변인별 측정치와 종속변인 중의 

하나인 만족지연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만족지연 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은 개인의 

숙달접근목표 성향과 과학효능감, 그리고 과학가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학가치의 경우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에서의 만족지연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숙달접근목표 성향과 과학효능감의 경우 

고흥미 과제에서의 만족지연과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내용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저흥미 과제 숙달목표 10.52 1.66 4.02 12.00 

수행목표 9.41 3.06 .51 12.00 

고흥미 과제 숙달목표 10.17 2.06 .93 12.00 

수행목표 10.08 1.59 5.08 12.00 



 

 47 

 

<표 7>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1. 자기조절 

 

1       

2. 숙달접근목표 

 

.04 1      

3. 수행접근목표 

 

-.14 .34
**

 1     

4. 과학효능감 

 

.16 .54
**

 .16 1    

5. 과학가치 

 

.15 .74
**

 .27
**

 .61
**

 1   

6. 만족지연시간 

(저흥미 과제) 

-.01 .17 .00 .13 .20
*
 1  

7. 만족지연시간 

(고흥미 과제) 

.15 .22
**

 .09 .26
**

 .27
**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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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본 연구에서 공변인으로 포함하여야 할 개인 특성 변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된 변인들에 대해서 

숙달목표 제시 집단과 수행목표 제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된 모든 변인들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 대해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자기조절: t(134)=1.42, p> .05, 숙달접근: t(134)= .61, p> .05, 

수행접근: t(134)=1.14, p> .05, 과학효능감: t(134)=1.54, p> .05, 

과학가치: t(134)= .87, p> .05).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된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 자료가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반복측정 설계는 모든 분산분석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규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수반한다. 먼저 

종속변인인 만족지연에 대해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t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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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ty)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만족지연 변인에 대한 첨도계수는 저흥미 

과제와 고흥미 과제 모두에서 7 이하(첨도계수저흥미=3.82, 

첨도계수고흥미=5.82)로 정규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왜도계수의 

절대값은 편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값인 2에 매우 가까운 

양상(왜도계수저흥미=-1.95, 왜도계수고흥미=-1.94)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Park, 2005; Kline, 2005). 그러나 Curran, West, & Finch 

(1996)의 연구에서 데이터의 정상성을 조작하여 추정값을 분석해본 결과, 

왜도계수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는다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님을 

보고한 것을 근거로 분석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어서 Levene’s 등분산 검정을 통해 종속변인의 등분산성 가정을 

확인한 결과, 고흥미 과제에서의 만족지연은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34)= .265, p> .10). 반면, 저흥미 과제에서의 

만족지연은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 

134)=20.14, p< .001). 하지만 비교 집단 크기의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분석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현정, 2005)에 따라 본 연구의 두 집단인 

숙달목표 집단(n=74)과 수행목표 집단(n=62)의 크기 비율을 고려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반복측정 설계에서는 반복되는 변인들에 대해 쌍들 간의 

상관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요구한다(도경수, 박태진, 신현정, 2011). 가령, 

만약 3주 동안 1주마다 측정함으로써 데이터를 획득하였다면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상관이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상관과 동일하다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집단 간의 분산 동질성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실시한 Levene 검증과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반복되는 

변인이 단 두 수준만 가진다면 이 검증은 불필요하므로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수행한 후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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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과제의 흥미 수준과 성취목표 유형이 주어진 과제에 참여하는 동안의 

만족지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요인(성취목표 

유형)이 있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만족지연 시간의 길이는 과제흥미 수준과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34)=4.41, p< .05, 

[그림 8] 와 <표 8> 참고).  

 

 

 

[그림 8] 과제흥미 수준과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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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성취목표 유형 24.48 1 24.48 4.65
*
 

오차 704.99 134 5.26  

집단 내     

과제흥미 1.75 1 1.75 .44 

과제흥미X성취목표 유형 17.48 1 17.48 4.41
*
 

오차 531.07 134 3.96  

*p< .05 

 

계획적 비교(planned comparisons)를 실시한 결과, 고흥미 과제에 

대해서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평균숙달목표=10.17, 평균수행목표=10.08, t(134)= .29, 

p> .05).  

하지만 저흥미 과제에서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목표 조건에서보다 숙달목표 

조건에서 학업적 만족지연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숙달목표=10.52, 평균수행목표=9.41, t(134)=2.69, p< .01).  

각 변인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F(1, 134)=4.65, p< .05), 과제흥미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34)= .44, p> .05). 즉, 

과제하는 동안의 만족지연 시간의 길이는 성취목표 유형이 

수행목표(평균=19.49)일 때보다 숙달목표(평균=20.69)일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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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Z점수) 

 

 

 

3. 학업적 만족지연과 과제 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문제 2) 

 

과제 성취도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또 다른 종속변인이다.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과제 성취도의 기술통계치는 <표 9>에 

나타나있다. 우선, 과제 성취도에 대해서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저흥미 과제 성취도: F(1, 134)= .28, p> .05, 고흥미 과제 성취도: 

F(1, 134)= .00, p> .05, 세 번째 과제 성취도: F(1, 134)=2.93, 

p> .05)와 과제흥미에 따른 차이(t(135)= .89, p> .05)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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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 조건별 과제 성취도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한 두 번째 연구문제인 과제수행 동안의 만족지연이 실제 

과제 성취도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족지연 시간과 

과제 성취도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흥미에 따라 각각의 

과제에 참여한 시간과 과제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족지연 시간과 실제 과제 성취도 결과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고). 이러한 결과는 만족지연이 실제 학업 

성취 수준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오현주, 1993; 

Bembenutty, 2007; Ford, 1982; Pellegrini, 1985; Pressley et al., 

1983)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표 10> 만족지연 시간과 과제 성취도 간 상관 

 만족지연 시간(1, 2) 과제 성취도(3, 4, 5) 

 1.저흥미 

과제 

2.고흥미 

과제 

3.저흥미 

과제 

4.고흥미 

과제 

5.세 번째 

과제 

 1. 1     

2. .15 1    

3. -.01 .06 1   

4. .10 -.01 .15 1  

5. -.02 .05 .23
**

 .11 1 

**p< .01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저흥미 과제 숙달목표 3.15    .82 1.00  4.00 

수행목표 3.06    1.04 2.00  4.00 

고흥미 과제 숙달목표 3.19    .70 1.00  4.00 

수행목표 3.19     .65 .00  4.00 

세 번째 과제 숙달목표 5.50   1.63 .00  8.00 

수행목표 5.92   1.12 1.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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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대로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제흥미가 높을 때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흥미로운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발전’에 초점을 두는 목표(숙달목표)인지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 초점을 

두는 목표(수행목표)인지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에 차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흥미롭지 않은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목표 

조건에서보다 숙달목표 조건에서 학업적 만족지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루한 과제를 할 때에는 학업적 만족지연 수준이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추가적으로,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각각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제흥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취목표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행목표가 제시되었을 때보다 숙달목표가 제시되었을 때 만족지연을 더 

오래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학업적 만족지연과 과제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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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시사점 

 

가. 결과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제흥미가 높을 때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학업적 만족지연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어진 과제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 하나의 매력적인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흥미로운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목표가 ‘과제 숙달을 통한 자기 

발전(숙달목표)’이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수행목표)’이든 이러한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반면, 흥미롭지 않은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적 만족지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목표 

조건에서보다 숙달목표 조건에서 학업적 만족지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제가 흥미롭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라는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만족지연을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는 수행목표 상황에서 과제가 

흥미롭지 않을 때에는 개인이 과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가령, 학생이 주어진 과제가 

재미있다면 수행목표에 의해 이 과제에서 자신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이 과제를 좀 더 

잘해보려는 동기가 더욱 촉진되어 만족지연을 더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과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능함을 보여야 하는 수행목표가 과제를 

해야 하는 이유, 혹은 가치로써 학생에게 큰 유인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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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수행목표지향 학습자들은 숙달목표지향 학습자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동기와 성취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혀왔다(Dweck & Leggett, 1988). 하지만 비교적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 특히 수행접근적 목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들 역시 숙달목표지향 학습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제에 대한 노력과 수행에서의 지속력을 보여준다는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Dweck, 1986; Elliot & McGregor, 1999). 이 때 학습자가 해당 

과제에 대해서 높은 과제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수행목표지향성이 

학습 과정 및 결과에 가져오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과목 또는 과제에 대한 가치 

부여가 숙달목표지향성뿐만 아니라 수행목표지향성, 특히 

수행접근목표지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다(박중길, 2010; Shen, McCaughtry, & Martin, 

2008). 이를 통해 수행목표가 학업적 만족지연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개인이 해당 과제에 대해서 높은 흥미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발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두 번째 설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수행목표의 특성상 참여자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될 때에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수행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유능함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제를 수행하는 주요한 목적이다. 타인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뛰어난 성취결과를 획득하거나 어떤 

과제에 대해 적은 노력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도 실패한다면 수행목표지향 학습자들은 자신을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한다(Nicholls, 1989).  

이러한 수행목표지향 학습자들의 성향은 저흥미 과제 수행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학생들을 비적응적인 학습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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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적응적인 학습행위란 구체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노력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일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이 과제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성취를 획득할 

가능성을 흥미로운 과제를 하는 상황에서보다 낮게 인식할 수 있다. 

흥미롭지 않은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그 과제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의 수행 결과가 평가된다는 점(수행목표 내용) 이외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수행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과제에 대해 적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끌 것이다. 이는 이후 일어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수행결과에 대한 

정당화 구실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설명은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이 자기손상화(self-

handicapping)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로써도 뒷받침될 수 

있다(Rhodewalt, 1994). 자기손상화란 개인이 수행의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수행 전이나 수행 중에 스스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의미한다(Jones & Berglas, 1978). 이는 만약 결과가 실패로 나타났을 

경우 그 원인이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인식시키는 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목표지향성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수행목표지향성은 과제 자체에 관심을 갖는 

숙달목표지향성과는 달리 자신의 높은 능력을 보이거나 낮은 능력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기보호의 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Duda & Nicholls, 1992; Meece & Holt, 1993). 따라서 다른 

학생들보다 무능하게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자기손상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Midgley, Arunkumar, & Urdan, 1996). 

실제로 자기손상화와 성취목표지향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숙달목표지향성은 자기손상화와 관련이 적은 반면(Urdan & Midgley, 

2001), 수행목표지향성은 자기손상화와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Rhodewalt, 1994). 



 

 57 

추가적으로, 과제흥미와 성취목표 유형이 각각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제흥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취목표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행목표가 제시되었을 때보다 숙달목표가 제시되었을 때 만족지연을 더 

오래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높은 숙달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습자가 

수행목표지향 학습자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좀 더 적극적인 학습태도 

및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Ames & 

Archer, 1988; Bembenutty, 2002; Bembenutty & Zimmerman, 2003; 

Weiner, 1986).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학업수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만족지연을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한편, 두 번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학업적 만족지연과 과제 

성취도 간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만족지연이 학업 수행 및 성취도와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오현주, 

1993; Bembenutty, 2007; Ford, 1982; Pellegrini, 1985; Pressley et al., 

1998)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 설계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상 참여자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즉각적인 

만족물’이 만족지연 후에 얻게 되는 ‘더 큰 보상’과 학업적 가치 

수준이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학습자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학습상황을 ‘긴 지문 읽기’로, 좀 더 학업적으로 덜 가치가 있는 

즉각적인 만족물을 ‘짧은 지문 읽기’로 설정하였지만 참여자들이 

즉각적인 만족물인 짧은 지문을 선택하더라도 실제로는 짧은 지문이 

아니라 긴 지문을 제공하였다. 이 때, 짧은 지문 읽기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이 지문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시된 지문이 짧은 지문이라고 

판단하고 그 과제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만족지연 시간에 

따른 과제 성취도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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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부분에서도 다룰 예정이다. 

 

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흥미가 학업적 만족지연에 미치는 효과가 성취목표 유형의 

제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과제수행의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가 해당 과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흥미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제흥미가 높은 상황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성취목표 유형이 학업적 만족지연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과제흥미가 낮은 상황에서는 숙달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수행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학업적 만족지연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학생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흥미 수준을 보일 경우, 

목표 제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지루해하거나 흥미가 별로 없는 과목을 

공부해야 할 때에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평가 기반의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 혹은 기술 습득과 

같은 목표를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과제에 대한 흥미 수준과 상관없이 숙달목표가 수행목표보다 

학업적 만족지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만족지연을 위해서는 숙달목표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업을 해나가는 과정은 장기적이면서도 

자기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항상 성공적인 

경험만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와 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뒤로 미루고 학업에 집중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 상황이 존재하는 학업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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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나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둔다면 학생들은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해야만 할 것이다.  

학습을 해나가는 오랜 시간의 과정은 즉각적인 만족의 욕구를 참아내는 

과정인 동시에 현재의 좌절을 유보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하는 동안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거나 

줄이는 것이 더 오랫동안 높은 동기를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자신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공부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찾는다면 학생들은 공부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쉬움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중 숙달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더라도 고흥미 과제에서보다 저흥미 과제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만족지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숙달목표가 학업적 

만족지연에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숙달목표를 

추구한 참여자들은 본 과제의 목적이 주어진 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배움의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이 다소 

흥미로워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글에 나온 정보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것이다. 이 때 저흥미 과제는 자기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제시된 글을 집중해서 읽는 데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달목표 참여자들은 수행목표 참여자들보다 

온전한 지식 습득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만족지연을 

더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가치 있는 보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준다는 점에서 

교육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격려되어야 할 목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숙달목표가 학생들의 만족지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숙달목표를 추구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60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활동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과제와 관련된 자기 준거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찾게 

하되, 외부적인 이유보다는 과제가 갖고 있는 학업적인 가치를 잘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제 수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후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원하는 목표를 자기 

준거적으로 설정하게 하고, 교사는 이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숙달목표지향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능력이 아닌 노력에 따라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에 대해서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Ames, 1992). 이러한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에 관심을 두고서 과제 수행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할 때 학생 각각의 개별적인 

향상이나 개선, 완성을 강조해야 한다. 공적인 평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유도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평가를 지향함으로써 학생의 

노력을 최대한 인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실수 또한 학습의 한 과정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숙달목표를 

지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마지막 교육적 시사점은 과제흥미와 관련된 것이다. 

흥미는 사람들이 본래 제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상황적 흥미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따르면 과제를 학생들의 삶과 

연관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적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좀 더 오랫동안 만족지연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들보다 잘해야 하는 수행목표 상황에서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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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흥미는 학습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한다(Hidi, 2006). 본 연구결과 역시 참여자들이 흥미로운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성취목표 유형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유사한 

수준으로 만족지연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과제흥미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고흥미 과제 조건에서는 성취목표 

유형과 상관없이 대체로 만족지연을 잘했다는 결과는 흥미 요인이 개인의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심 있게 

살펴본 요인은 바로 ‘자기관련성’이다. 과제의 흥미 수준을 결정하는 

‘자기관련성’은 학생들이 해당 과제를 학습하여야 하는 이유와 과제의 

가치, 특히 과제의 유용성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과제흥미를 

좀 더 느끼게 하고 이에 집중하게 한다(Brown, Collins, & Duguild, 

1989).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제의 맥락적, 상황적 관련성을 

제공하는 것은 지식의 전이를 보다 용이하게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과제흥미가 학업상황에서 갖는 이러한 동기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학생들이 만족지연을 잘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흥미 수준을 

고려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좀 더 자기관련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학생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학교 교과서나 수업 보조자료들에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자료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로 보게 되는 학습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반영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 역시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내용을 전달할 때 이를 학생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측면을 연관시킨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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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 에 해당하는 만족지연 시간과 실제 

과제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실험 설계에서 기인하는 

제한점으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험 

설계를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만족물로 

제시되었던 ‘짧은 글 읽기’의 경우, 실제로 짧은 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짧은 글을 읽게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 과제에서 풀게 되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짧은 글의 

난이도와 이것이 세 번째 과제를 푸는 데 미치는 영향의 수준은 모두 

동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 설계는 문항 개발에서 매우 정교화된 

작업이 요구될 것이지만 실제 과제 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적인 학업수준보다 높다는 점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여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평균 만족지연 시간은 총 24 분 

중 20.14 분인 약 84%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지연을 보였다는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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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결과가 표집된 집단의 특성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만족지연 양상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즉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각 과제당 

12 분씩밖에 할당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학생들이 만족지연을 해나가는 동안 어떠한 전략과 행동양상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좀 더 확장적으로는 장기간 동안 

학생들이 만족지연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관찰해나감으로써 교육장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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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 과제(예시 화면) 

 

1. 과제수행목표(성취목표 유형) 제공(사전검사 실시 후) 

 

 가.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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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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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과제(첫 번째, 두 번째 과제) 제시 

 

 가. 저흥미 과제 

1) 이끼 식물의 종류와 특성(534 단어) 

2) 대류권과 역전층(539 단어) 

3)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방안(542 단어) 

4) 사람과 식물의 호르몬 분비(538 단어) 

 

나. 고흥미 과제 

 1) 수면 장애의 종류(532 단어) 

 2) 투명인간의 실현가능성(531 단어) 

 3) 물 분자의 특성(538 단어) 

 4) 연금술의 역사(533 단어) 

 

<과제 제시 화면> 

 지문 제시 화면(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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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시 화면 

 

 

 짧은 지문 제시 화면(‘짧은 지문으로 읽기’ 버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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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저흥미 과제 예시: 대류권과 역전층 

대류권과 역전층 

 

대류권의 기온은 보통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에 

다다르면 높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다. 이러한 구간을 

기온의 역전층이라고 한다. 찬 공기 위에 더운 공기가 겹쳐 있는 경계면을 

의미한다. 기온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역전층의 경우는 반대로 

높아지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역전층이 생기면, 공기는 상하의 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래층에 먼지나 수분이 모여 안개 혹은 스모그가 발생한다.    

대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도달하는 지구복사에너지의 양이 

감소하여 높이에 따라 기온이 비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상층의 기온은 낮고, 

하층의 기온이 높아 연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대류라고 한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이 

관측되는데, 이 구간은 일반적인 기온 분포와는 반대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역전층이라고 한다. 이러한 역전층은 그 두께가 보통 10m를 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이에 따라 낮아지는 정도를 기온 감률이라고 

한다 

대류권에서는 높이가 1km만큼 올라가면 기온이 평균 6.5℃ 정도 낮아지므로 

그 평균 감률은 6.5℃/km가 된다. 역전층에서는 높이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므로 

그 기온 감률은 음수가 된다. 본래 기온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낮아지지만 

역전층에서는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래 대기 속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소용돌이가 섞여 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그런데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공기는 

비교적 따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차갑기 때문에 더 무거운 차가운 공기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더 가벼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 

때문에 대기 중에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대기는 주로 이들 소용돌이에 

의해서 혼합되어 대기 중의 연기나 먼지 같은 오염 물질이 혼합된다. 이는 대기 

오염 물질을 흩어지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벼운 공기가 위에 있고, 

무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므로 역전층에서는 공기가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온이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대기 중에 방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잘 퍼져나가지 못하고 쌓여만 간다. 따라서 역전층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이 흩어지기 어렵고, 심각한 대기 오염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역전층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해가 지고 지표면에 

냉각이 시작되면 지표 위의 공기도 냉각되므로 역전층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표 

바로 위는 차가운 반면,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낮에 가열된 공기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벽에 역전층이 가장 두껍게 

형성된다. 그러다가 해가 떠서 지표면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지표에 접한 공기도 

가열되므로 역전층은 점차 소멸되다가 늦은 아침이나 한낮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지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열되고 또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하여 냉각되므로 그 위의 기층을 가열 또는 냉각시킬 수 있다. 보통 지구가 

받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양만큼 열복사에 의해서 지표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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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바로 위에서의 기온 감률은 낮에는 커지고 밤에는 작아진다. 그리하여 

하루 중 가장 큰 기온 감률은 일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오후 2~3시경에, 가장 작은 

기온 감률은 일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일출 시에 나타난다.  

하지만 역전층이 꼭 매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날의 일기에 따라 

역전층은 두껍게 생성되기도 하고 생성되지 않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맑은 날 밤에는 지표면이 냉각되지 않아 역전층이 잘 생성되는 반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지표면에 접하는 공기와 그 위의 공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역전층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역전층은 지표면 바로 위의 기층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고층에서도 형성된다. 

고기압 둘레에서는 대기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고기압 

상공의 대기가 침강한다. 침강하는 대기는 압축되므로 그 기온이 상승한다. 

그러므로 고층에 역전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층을 특히 침강성 

역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층에 역전층이 형성되면 그 아래 기층에 섞여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이 그 위의 기층으로 섞여 들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역전층 아래의 

기층에서는 연기와 안개가 끼어 먼 산을 흐려 보이게 한다. 

[문제] 역전층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① 역전층에서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는 점에서 대류권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② 역전층은 일반적으로 낮에 가장 두껍게 형성된다.   

③ 역전층은 특히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에 잘 형성된다. 

④ 역전층이 형성되는 것은 공기의 온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 

정답: ③ 

 

 고흥미 과제 예시: 물 분자의 특성 

잔잔한 물의 표면은 마치 거울처럼 보인다. 그 표면을 들여다보면 물가 풍경이 

좌우가 뒤바뀐 채 비치고 있다. 산속에 있는 호수도 마찬가지다. 주변의 

산꼭대기가 거꾸로 뒤집힌 채 몇 겹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호수 쪽으로 

다가오는 구름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웅덩이든 연못이든, 강이든 바다든 간에 

물의 색깔은 물에 비치는 하늘의 색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하늘이 빨간색이라면 물의 색깔도 빨갛지 않을까? 

문제는 바다 위에 하늘이 없을 때에도 바다는 여전히 파랗다는 것이다. 바다 

동굴 탐험가들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의 깊은 물도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수영이나 잠수를 하는 사람들 역시 하늘이 전혀 보이지도 비치지도 않는 

깊은 물속에서도 주위가 파랗게 보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바닷물 속에 파란색의 작은 입자가 들어있어서 파랗게 보이는 것일까? 

물이 담긴 통 바닥에 모래를 넣어두고 흔들면 물통 안은 뿌옇게 되고, 모래가 제 

무게 때문에 다시 가라앉는다. 바다 속에도 이처럼 파란색 입자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다에서 떠온 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아도 무언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언뜻 보기에도 어떤 입자 같은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바다를 파란색으로 보이게 하는 입자를 눈에 보이는 어떤 가루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바닷물에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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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에는 소금이 들어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바닷물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소금 

입자가 저절로 생겨나서 바닥에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데우고 끓여야 한다. 소금만 남을 때까지 

말이다. 

그런데 다 알겠지만 소금은 하얀색일 뿐만 아니라, 녹았을 때에도 색깔이 없다. 

이 말은 소금 색깔 때문에 바다가 파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입자의 색깔 때문일까? 그 작고 파란 입자가 

바다에 정말 들어 있다면 파랗거나 푸르스름한 가루를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것이 혹시 그 바닥이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는 

아닐까? 수영장에 가면 흔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수영장은 보통 그다지 깊지 

않아서 물속으로 바닥이 바로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파란색 타일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그 바닥 색깔 때문에 수영장 물이 항상 파랗게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 생각 역시 정답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바다의 바닥은 너무나 

깊어서 수십 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그 색깔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다의 

바닥은 실제로 파랗지도 않다. 바다 밑바닥은 대부분 회색 빛의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는 산화 금속인 망간이 많은 지역은 우중충한 색으로 

얼룩져 있으며, 간혹 붉은 진흙 때문에 어둡고 붉은 색깔의 물감만 짜놓은 

팔레트와 같다. 즉, 바닥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바다가 파란 것은 아니다. 바다가 

왜 파란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는 언뜻 색깔이 없어 보이지만 물이 실제로는 색깔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예를 들어 보겠다. 책상에 플라스틱 자가 세 

개 있는데, 세 개 모두 맑고 색깔이 없다. 

하지만 똑바로 놓지 않고 비스듬히 놓고 보면, 두 개는 회색으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투명한 플라스틱 판이나 비닐을 

쌓아둔 경우에도 가끔씩 색을 띨 때가 있다. 한 장 한 장 따로 보면 분명히 색깔이 

없는데 말이다. 

물 역시 물 분자가 모여 있을 때 파란색이라는 물의 특성이 분자들끼리 

결합되어 나타난다. 단 한 개의 물 분자를 가지고는 물의 색깔을 추론해낼 수 

없다. 물이 파란색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 분자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이 정말 파란색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잠수를 해볼 

수도 있다. 물안경을 쓰든 쓰지 않든, 물 속으로 몇 미터만 내려가면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물이 파랗게 보인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파란색을 띠는 물 

분자들이 많아져서 물이 파랗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 바닷물은 왜 파랗게 보이는가?  

 

① 바닷속의 바닥이 파랗기 때문이다. 

② 인간의 눈의 구조 특성상, 넓은 곳에 고여있는 물은 파랗게 인식한다.   

③ 하늘이 바닷물에 비치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이 바다에 바다에 보이는 

것이다.  

④ 물 분자 하나하나가 파란색인데, 바닷물은 이러한 물 분자들이 매우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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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취목표 유형 수시로 제시(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제시, 총 8번) 

 가. 숙달목표 

 

  

나. 수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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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과제 제시(각 지문 관련 문제 하나씩 제시, 총 8문제) 

 

 

5. 과제 종료 후 과제 성취도 결과(피드백) 제시 

 가.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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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행목표 

 

 

6. 실험조작 확인 

 

 가.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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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목표 

 

 

7. 실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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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ask Interest and 

Achievement Goal on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You-kyung L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 sometimes have to choose whether they pursue 

important rewards that are temporally remote but more 

valuable or immediately available opportunities that would 

satisfy impulses of the moment. It is the same in learning 

settings. Students often face a difficult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choose between getting immediate but less valuable 

rewards and waiting for academically valuable but temporally 

distant rewards. Delay of gratification refers to future-oriented 

attitude willing to control immediate desire or impulse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students who delay 

gratification would be more likely to be adaptive to social 

aspects as well as academic aspects than ot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ask 

interest and achievement goal on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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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1) and relations between the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and task achievement (study 2).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task interest and achievement goal on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When participants were given interesting task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delay of g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achievement goals was not observed. In other words, 

for the participants in the high task-interest condition, the 

types of achievement goals focusing on self-growth (mastery 

goal) or comparisons with others (performance goal) did not 

influence delay of gratification differentially. 

On the other hand, in the low task-interest condi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of delay of gratifica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achievement goals was present. Specifically, the 

participants in the mastery goal condition were more likely to 

delay gratification than those in the performance goal condition. 

This result showed that the one’s delay of gratification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achievement goal when one is 

faced with tasks that are not interesting. 

However,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and task achievement was not observed in this 

study. This limitation will be discussed in discussion par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to give relevant 

types of goal to students taking the level of their task interest 

in consideration. For students with low task-interest, it is 

better to emphasize on the task values themselves such as 

obtai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rather than the comparing 

with others based on the evaluations of their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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