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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업상황에서 학습자들은 학습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실패도 경험하게 마련이다. 학업상황에서 부

딪히는 실패경험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감, 적대감 등

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Seligman(1975)은 반복적인 실패경험의 부

정적인 결과를 학습된 무기력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으로 정리

하여 반복적인 실패가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업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학습자들은 불완전한 존재이

며 실수와 실패는 배우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도 하다. 배우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는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게 하기도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Clifford(1984)는 건설적 실패이론(Constructive Failure Theory)을 통해

학업상황에서의 실패경험이 학습자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목표가 도전적이고,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수반하

며 의미를 가질 때, 학습자의 목표 인식이 높고 구체적일 때, 학습자가 과

제수행을 스스로 시작하고 과제와 관련된 전략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측

정과 평가가 명확하며 유용하고 세부적일 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 후에

인내심의 증가, 과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고 제안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 AFT)

이라는 개념이 소개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상황에서 실패경험 후

에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응성이라고 정의된다(Kim & Clifford, 1988).

학업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마주하는 실패경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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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때 학습자들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처치 혹은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

형을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인으로 선정

하였다. 이질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고 학업적 실패내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업적 실패내성이 과제성취도와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실패내성 점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행목표지향성 집

단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정서적 피드

백만을 제공한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공한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목

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목표

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과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를 보는 종속표본

검정 결과,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과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 사이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서

는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한 조건 및 정보적 피드백

만을 제공한 조건에서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한 조건에서 사

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 분석 결과, 숙달목표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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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으

며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

가 가장 높았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적 피드백

만을 제시한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목표지향성에 대

해서는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

취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정보적 피드백

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업과 관련된 실패상황에서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에 적합

한 피드백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학업적 실패내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실패경험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보이는 학습자라

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패경험에 대해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정서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실패경험 이후에도 높은 과제성취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후 학습

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학업적 실패내성, 목표지향성, 피드백 유형, 과제성취도

학 번: 2010-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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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나라인 동시에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습자의 학업부담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최호성, 이옥연,

2010). 또한 우수한 학업성취 결과물을 강조하면서도 그 성취를 이루기까

지 기울인 노력이나 수많은 시행착오들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업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실패경

험을 건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로 지나친 비관에 빠지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신현균, 2002; Jones et

al., 2013).

그러나 한 개인이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역경을 극복한 사례 연구(이해리, 2005)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신종호, 이현주, 황혜영, 2009; 오헌석 외, 2009),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인물에 대한 연구(정원식 외, 199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다 높은 수준

의 성취 결과물 혹은 한 개인의 우수한 능력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뒤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패경험은 당사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하

고 이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갖추게 하기도 한다. 학업상황에서 학습자

는 성공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패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습자로 하여금 실패경험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의 실패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



2

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먼저,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

이는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실패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Hiroto, 1974; Hiroto & Seligman, 1975; Miller & Norman, 1979;

Seligman & Maier, 1967). 이와 유사하게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실패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감, 스트레스, 적대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신영희, 2005; 채호숙, 2007).

반복적인 실패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를 Seligman(1975)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 LHT)으로 정리하였다.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전기 충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동물들은 이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제시되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고(Maier,

Seligman, & Solomon, 1969), 이와 유사하게 사람의 경우에도 과제수행에

서의 반복적인 실패는 의욕 상실, 좌절감, 우울증으로 이어져 마침내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포기상태에 이르게 되는 특징을 보였다(Seligman, 1975).

이에 반해 Wortman과 Brehm(1975)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통제 불가

능한 결과의 초기 노출은 노력을 더 기울이거나 향상된 수행, 혹은 지속성

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과 같은 맥락으로 수행

된 대학생 대상의 실험연구에서 중간 수준의 무기력 훈련을 받은 집단이

확장된 무기력 훈련을 받은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많은 문제를 풀었고

더 나은 지속성을 보였다(Roth & Kubal, 1975).

반복적인 실패경험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제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실험연구(Tennen et al.,

1982; Thornton & Jacobs, 1972)에 주목한 Clifford(1984)는 실패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 즉, 그녀는 건설적 실패이론(Constructive

Failure Theory, CFT)에서 목표가 도전적이고,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수반

하며 의미를 가질 때, 목표 인식이 높고 구체적일 때, 과제수행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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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 과제와 관련된 전략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측정과 평가가 명확

하며 유용하고 세부적일 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 후에 인내심의 증가, 과

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 AFT)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상황에서 실패경

험 후에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응성이라고 정의하였다(Kim &

Clifford, 1988).

국내에서도 학업적 실패내성 관련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학업적 실패

내성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며 학습동기와도 높

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아영, 1997, 2002; 김아

영, 주지은, 1999).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

과 상관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홍월, 2012; 김아

영, 주지은, 1999; 김영빈, 2011; 조한익, 조윤희, 2011; 한은숙, 김성일,

2004;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또한, 학업적 실패내성과 함께 연구되

어 온 변인 대부분이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 비교적 안정

적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머무르고 있다(김아영, 신영희, 2005; 박상희,

2009; 송달호, 2001; 채호숙, 2007).

따라서 교육현실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

업적 실패내성의 예측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변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

저, Clifford(1984)가 제안한 건설적 실패이론에서 실패경험을 설명하기 위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목표이며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목표지향성(Dweck & Elliott, 1983; Locke & Latham,

1990; Pintrich, 2000a; Schunk, 1990)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학습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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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향성이 학습자가 학업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

하기 보다는 이후의 학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행동적 특성을

설명해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목표지향성이란 성취행동에 참여하는 목적과 이유를 의미한다(Pintrich,

2003). 특정한 목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Locke와 Latham(1990)의 목표

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과는 달리 목표지향성이론(Goal Orientation

Theory)은 한 개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와 과제에 접근하

는 방법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목표지향성과 관련하여 학습자

의 성취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하위 유

형은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이다(Pastor et al., 2007; Caraway

et al., 2003). 학습자가 어떠한 유형의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서, 인지,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Anderman & Wolters,

2006; Ames, 1992b; Dweck & Leggett, 1998; Linnenbrink & Pintrich,

2002)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실패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건설적인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인은 피드백 유형이다. 건설적 실패이론에 따르면 실

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

가 수행의 측정 및 평가이다. Clifford(1984)는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명

확하고, 이용가능성이 높으며, 상세할 때 실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업상황에서 학습자는 또래, 부모, 교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취결과물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김찬종, 오필석, 전진구, 2005)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드백 유형에 따

른 학업적 실패내성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상황에서 피드백은 학습자의 동기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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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Deci, 1975). 또한 피드백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피드백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Deci, 1975),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한 상향

비교피드백과 하향비교피드백(Wills, 1981), 과제수행 과정을 기준으로 한

결과피드백(outcome feedback)과 과정피드백(process feedback)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Lewis, 1976).

다양한 피드백 유형 중에서도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변인 중 하나로 예

상되는 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건설적 실패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적

피드백(informative feedback)과 정서적 피드백(emotional feedback)을 고려

해볼 필요성이 있다. Clifford(1984)는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에 구체적이

고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에 실패경험에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

며 지속적인 과제수행을 보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박중길과 안은희

(2009)의 연구에서도 과제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정보적 피드

백을 제공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학생들이 스스로 세운 성취목

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을 고려한 정보적 피드백과 함께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정서적 피드백(emotional feedback) 또한 학습자의 목표지

향성에 따라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보아야

하는 피드백 유형이다. 정서적 피드백은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활동에서 컴

퓨터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피드백의 유형으로 제안되었으며

(Economides, 2009; Terzis, 2012; Tung, 2013), 최근 웹 기반 환경에서 자

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임철일, 2002) 학습자의 정의

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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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습자의 학업적 실패

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상황에서 크

고 작은 실패경험을 감수해야 하는 학습자가 실패경험으로 인해 학습의 의

욕을 잃기 보다는 실패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끄는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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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업적 실패내

성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학업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높

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남겨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에도 꾸준히 학업에 집

중하며 실패를 건설적으로 다루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다.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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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업적 실패내성, 실패, 목표지향성, 피드백 유형

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업적 실패내성

실패내성이란 실패에 대해 비교적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다(Kim

& Clifford, 1988). 건설적 실패이론이 제안된 후에 수행된 초기 연구에서

는 School Failure Toleranc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Clifford, 1988;

Clifford & Fen-Chang, 1981), 실패내성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연구에서는

실패내성, 학구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왔다

(고홍월, 2012; 김아영, 1997; 김영빈, 2011).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성

을 위해 학업상황과의 보다 높은 관련성을 암시해주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척도 연구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김아영,

2002)을 고려하여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실패

실패란 수행(performance)과 목표(goal)의 비율이 1이하인 경우(P/G<1)

를 뜻한다(Clifford, 1984). 본 연구에서는 실패경험을 조작하기 위해서 과

제수행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목표점수 또는 목표등수를 설정하게 한 후 각

단계의 과제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수행결과는 프로그램에 의해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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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점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여러분의 목표점수 또는 목표등수에 비해

과제 수행 결과가 낮으므로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다.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이란, 성취행동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동기를 일컫는다

(Pintrich, 2003). 목표지향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김희

수, 2007; 소연희 2010; Ames, 1992b; Dweck & Leggett, 1998; Sideridis,

2005) 숙달목표지향성(mastery goal orientation)과 수행목표지향성

(performance goal orientation)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 숙달목표지향성

숙달목표지향성이란 스스로 세운 기준이나 자기발전, 혹은 새로운 기술

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과 과제를 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다(Harackiewicz & Linnenbrink, 2005; Pintrich, 2000a). 본

연구에서는 과제수행에 앞서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의 연구참여자에게 “본

과제의 목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국어 과목과 관련된 어휘,

문장 만들기, 짧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

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지,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

지 파악하며 문제 풀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여

숙달목표지향성을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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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이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에 초점을 맞추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다

(Harackiewicz & Linnenbrink, 2005; Pintrich, 2000a).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에 앞서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의 연구참여자에게 “본 과제의 목표는 과

제수행 결과를 통해 국어 과목과 관련된 어휘, 문장 만들기, 짧은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현재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 풀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여 수행목표지향성을 조작하였

다.

라. 피드백 유형

피드백이란 결과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result)으로 Thorndike(1933)

의 실험에서 처음으로 입증된 강화의 한 형태이다(Schroth, 1970). 특히, 학

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성취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든 형태의 의

사소통이다(Elshout-Mohr, 1994; Cole & Chan, 1987). 피드백 유형은 내용

과 기준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

토에 따라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적 피드백

(informative feedback)과 정서적 피드백(emotional feedback)으로 구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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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적 피드백

정보적 피드백이란 학습자의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Schroth, 1970)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피드백이다(박중길, 안은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피드백을 연구참여자가 실패경험 후 다음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피드백으로 정의내리고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적 정보와 다음 과제수행에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2) 정서적 피드백

정서적 피드백이란 얼굴표정 혹은 긍정적인 어조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피드백이며(Tung, 2013) 학습자의 행동에 대해 화 혹은 동정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Caprara, Pastorelli, & Weiner, 1994). 본 연구에서는 정

서적 피드백을 연구참여자의 실패경험 후 격려의 말을 제공하는 피드백으

로 정의내리고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격려, 공감의 말(encouraging and

empathetic comments or emotional reassurance)과 동일한 실패경험을 하

였지만 현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사례(sharing a similar story, Ayres

& Leaper, 2013)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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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건설적 실패이론(Constructive Failure Theory)

건설적 실패이론(Constructive Failure Theory)은 학습자의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실패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학습된 무기력이

론(Seligman, 1975)으로는 실패의 영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제안되었다(Clifford, 1984). 반복적인 실패경험이 학습자의 수

행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와는 달리

(Miller & Norman, 1979; Miller & Seligman, 1975; Hiroto, 1974; Hiroto

& Seligman, 1975) 실패경험으로 인해 학습자의 노력이 증가하고 결과적

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수행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 결과도 밝혀졌다(Roth

& Kubal, 1975; Wortman & Brehm, 1975).

Clifford는 실패경험이 항상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실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Jones, Nation & Massad, 1977; Roth & Kubal, 1975; Thornton &

Jacobs, 1972; Wortman & Brehm, 1975) 실패경험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다. 즉, 통제가능성이 예상

될 때, 적정한 수준의 실수가 있을 때, 그리고 과제의 지각된 중요도가 높

을 때 실패로 인한 건설적인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lifford, 1984).

또한, 그녀는 학습된 무기력이론을 제안하게 된 여러 실험연구들은 실패

경험 자체보다는 실패 이후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 도출된 피험자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근거로 실패의 부

정적인 영향만을 부각시키는 데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실패의 효과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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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달성 여부를 근거로 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론은 실패

경험에 대한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

패의 귀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패의 영향은 이후 과제 수행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실패경험 자체가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

론짓기 전에 학습자가 실패경험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보다 면밀

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을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자라

고 전제하는 동기의 인지이론인 귀인이론(Weiner, 1990)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 정서, 행동에 대한 귀인의 결과는 귀인과정(attributional process)으

로 설명될 수 있다(Kelley & Michela, 1980). 특정한 사건의 원인이 개인

내부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지 또는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심리

적 결과 혹은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Weiner, 1986; 1992).

실패경험과 관련하여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

족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돌리는 집단에 비해 노력 부족이나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해석하는 집단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박영신 1996; 조원호, 2001; Dweck & Reppucci, 1973; Frieze, 1976;

Holschuh, Nist, & Olejnik, 2001; Mkumbo & Amani, 2012). 이와 같은 맥

락에서 건설적 실패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실패의 원인을 노력 혹은 전략의

부족으로 돌릴 때, 정확하고 정보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때 실패의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건설적 실패이론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검토해 보

아야 할 이론은 내재적 동기이론이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도

전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유능감 혹은 자기 결정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Deci & Porac, 1978)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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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내재적 동기가 학습자로 하여금 항상 도

전적 과제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만 내재적 동기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Chaikin(1971)의

연구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집단보다 동일한 수준의 성공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오히려 감소한 반면에 수행이 점점 증

가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가 향상되었다.

또한, Clifford와 Feng-Chang(1981)의 실험에서도 과제의 난이도와 상관

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집단보다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점수를 부여한 집단에서 높은 학업적 위험 감수(academic risk taking) 성

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때에도 예상되는 성공의 정도가 79%~96% 인 사

이에서 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가

실패의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수행의 향상이 예상되어야

하며 수행의 성공 확률이 적정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

족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패경험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상황, 학습자의 귀인패턴, 그리고 학

습자의 내재적 동기 등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습된 무기

력이론에 근거를 둔 실패의 부정적인 영향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적 조건에

제한된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lifford(1984)는 실패경험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실패의 정의,

그리고 실패라는 결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들을 세분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먼저, 건설적 실패이론에서 정의하는 실패란 수행과 목표의 비율이 1보

다 작은 것이다(F=P/G<1). 즉, 목표가 수행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실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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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에 수행과 목표의 비율이 1이상일 경우를 성공이라 정의한다

(S=P/G≥1). 즉,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수행이 목표를 능가하였을 경

우를 성공이라 한다. 또한 수행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여

부는 수행자 또는 관찰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건설적 실패이론에서는 실패의 긍정

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목표(goal), 목표인식(goal awareness), 수

행(performance), 그리고 측정 및 평가(assessment & evaluation) 라는 실

패의 하위 구성 요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각각의 하위 성분에

대해 목표가 도전적이며 관련된 활동이 이어지고 유의미할수록, 목표인식

이 높고 구체적일수록, 수행은 스스로 시작하며 관련된 전략을 사용할수록,

평가가 명확하고 이용가능하며 상세할수록 실패의 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라

고 제안하였다(Clifford, 1984).

2.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

가. 학업적 실패내성의 개념

실패내성이란 실패에 대해 비교적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다(Kim

& Clifford, 1988). 건설적 실패이론이 제안된 후에 수행된 초기 연구에서

는 School Failure Toleranc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Clifford, 1988;

Clifford & Feng-Chang, 1991), 실패내성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연구에서

는 실패내성, 학구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왔

다(고홍월, 2012; 김아영, 1997; 김영빈, 2011). 이 세 가지 용어가 최근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학업상황과의 보다 높은 관련성을 암시해주고 가장

최근 개발된 척도 연구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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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김아영, 2002) 본 연구에서도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자 한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최근까지 꾸준

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아영(1997, 2002)은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표준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업적 실패내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을 과제수준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감정(Feeling), 그

리고 행동(Behavior)으로 정리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선호하

는 과제의 난이도가 높고, 실패경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낮으며 실패경

험 이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응이 높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나.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 있는 변인

많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 있는 변인은 크

게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요인과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다(김아영,

1997;송달호, 2001; 채고은, 2005; Brown & Dutton, 1995; Dodgson &

Wood, 1998; McFarlin, Baumelster, & Blascovich, 1981; Shrauger&

Rosenberg, 1970).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인 경우 실패경험 이후에 부

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습자인 경우 실패경험으

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여

러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이 있다(박상희, 2009; 채호숙,

2007). 자아탄력성이란 환경적인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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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와 같은 자아통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실패내성 사이에는 높은 정적상관관

계가 있으며, 특히 학업적 실패내성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

계를 중재하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박상희, 2009).

김아영(1997)에 따르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내적 통제감과도 의미 있는 정적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 등의 내적 원인으로 돌리는 학습

자는 외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 학습자보다 실패 이후에 도움이 되는 행

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적통제감은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실패

내성은 내적통제감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심리적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같이 학습상황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인 내적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면

서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만 학업우수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실패내성 관련 종단연구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은 자아존중감에 비

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변화 가능한 특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을 고려해

볼 때(곽형선, 2009), 외부 환경에 의해 충분히 조절될 가능성이 있는 변인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지향적일수록 학업적 실패내성의 전체 수준과 과제

수준선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업

적 실패내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감정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종운, 김유진, 2009; 한은숙, 김성일, 2004). 또한, 학습자가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실패내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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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조한익, 조윤희, 2011). 부모 요인뿐만 아니라 교사의 변혁

적 리더십과 학습자의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결

과(정현정, 권동택, 2011)를 고려해볼 때,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상호작용

하는 중요한 인물인 부모와 교사에 의해 학습자는 실패경험을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 학업적 실패내성은 달라질 수 있다.

Clifford와 Feng-Chang(1991)의 연구에 따르면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때

마다 점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을 때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과제의 난이도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집단에 비해 난이도에 따라 점수의 크기에도 변화를 준 집단이 도전적 과

제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외부에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느냐에 따

라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수경(201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칭찬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학업적 실패내

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미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실패내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

고, 부모, 교사, 친구지지의 순서로 학업적 실패내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그렇다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언어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변할 수 있는 변인이며 학습자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개인 내적, 외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서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인다는 것이 학습자에게 계속적으로 실패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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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경험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며(이종승, 조난희, 2001; Ellis, Mendel, & Nir, 2006;

Fry, 1976) 학습자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도 실패경험을 발판 삼아 꾸준

히 학업에 집중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성공경험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적 실패내

성은 자기효능감이나 내적 통제감보다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해주는 변

인이며(김아영, 1997; 2002),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

은 학습자에 비해 성적하락을 극복하고 다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경향

이 높았기 때문에(김영빈, 2011) 학업상황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패경

험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꾸준히 학업에 집중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이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실패경험과 목표지향성

가. 목표지향성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이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목표지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표지향성이란, 성취행동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동기를 일컫

는다(Pintrich, 2003). 목표지향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

하게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목표지향성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풀 때에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목표(learning

goals)와 능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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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될 수 있다(Dweck & Leggett, 1998). 이 개념은 Ames(1992b)에

의해 제안된 숙달목표(mastery goals) 및 수행목표(performance goals)와

유사하다. 이 외에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과제관련목표

(task-involved goals)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

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아관련목표(ego-involved goals)로 구분될 수 있으

며(Nicholls, 1990), 과제중심목표(task-focused goals)와 능력중심목표

(ability-focused goals)로 구분되기도 한다(Maehr & Midgley, 1991). 또한

최근에는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목표지향성의 하위 항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Pastor et al., 2007).

목표지향성의 개념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비교

적 많이 검토된 구분은 숙달목표지향성(mastery goal orientation)과 수행

목표지향성(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이다(김희수, 2007; 소연희, 2010;

Ames, 1992b; Dweck & Leggett, 1998; Sideridis, 2005). 숙달목표지향성이

란 스스로 세운 기준이나 자기발전, 혹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과 과제를 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다. 반

면에 수행목표지향성이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되

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다

(Harackiewicz & Linnenbrink, 2005; Pintrich, 2000a).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은 과제에 접근하는 동기와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를 것이며 학습자의 목표지향

성에 따라 어떠한 환경이 제공되는가에 따라 실패를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이 다를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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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패경험과 관련된 목표지향성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을 지닌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

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표지향성에 따른 실

패경험 이후의 학습자 반응을 살펴 본 초기의 연구에서는 실패 후에 숙달

목표지향성 아동은 숙달지향적인 반응(mastery-oriented response), 즉 실

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실패를 잘못된 전략의

사용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수행목표지향성 아동은 실패 후에 무기력한 반응을 보였으며 실패의 원인

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weck &

Leggett, 1998).

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학업상황에서의 실패 대처(School Failure

Coping) 특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Brdar, Rijavec과 Loncaric(2006)에 따

르면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는 정서에 초점을 맞춘 대처(emotion-focused

coping)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반면에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는 정서에 초

점을 맞춘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초점을 맞

춘 대처란 과제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과제수행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

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과제와 관련된 수행을 잊

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행동전략을 뜻한다(Rijavec & Brdar, 1997).

그렇다면 학업상황에서 실패경험 이후에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는 과

제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는

정서적인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실패를 보다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또한, Neff, Hsieh와 Dejitterat(2005)에 따르면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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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학업실패경험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였으며 자신의

실패경험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경험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받아들

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ideridis와 Kaplan(2011)의 연구에서도 피험

자에게 답이 없는 퍼즐 4문제와 비교적 쉬운 퍼즐 1문제를 풀게 하였을 때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가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 비해 과제를 푸는 데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다. 반면에,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는 성공경험에

의해서 이후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관찰되었다.

국내에서도 실패경험 후에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연구가 있다. 정윤경(200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지향성에 따른 실패 후 귀인, 과제흥미도, 자신감, 그리고 과제지속성

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앞서 각 집단별로 목표지향성이 외부에서 조작되었

고 과제를 수행한 후 실제 채점 결과보다 점수를 반으로 낮추어 알려줌으

로써 피험자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도록 조작하였다. 연구결과, 숙달목표

지향성인 학습자는 수행목표지향성인 학습자에 비해 실패를 통제 가능한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패 이후에도 과제흥미도

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실패경

험 후에 보이는 정서적․행동적 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초기의 많은 연구에서 숙달목표지향성이

수행목표지향성보다 학업성취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진 바와 달리 최근에는 숙달-회피목표지향성을 제외한 숙달-접근목표지향

성과 수행목표지향성 모두 학습상황에 따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정종진, 2003). 그렇다면 숙달목표지향

성뿐만 아니라 수행목표지향성과 관련하여서도 실패경험 이후에 보다 바람

직한 방향으로 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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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4. 실패경험과 피드백 유형

가. 피드백 유형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이는 개인 외적 변인으로 피드백 유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Clifford(1984)는 건설적 실패이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귀인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실패경험의 원인에 대한 통제소재에 따라 실패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고 설명하였다. 즉, 학습자가 실패경험을 통제 가능한 내적 요인으로 돌릴

때 실패경험 이후에도 과제수행에 도전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실패경험 이후에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전략이 제공되었을 경우 실패경험의

건설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제수행 이후에 제공

되는 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용 가능할수록 실패의 건설적인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과

정에서 피드백 유형은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변인이며, 앞서 정리한

목표지향성과 관련하여서도 목표지향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드백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해 볼 필요가 있다. 피드백이란 수행에 대한 정보(knowledge of

performance)를 제공하는 것으로서(Locke & Latham, 1990)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의 성취동기 혹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온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피드백의 내용과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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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습자의 수행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

는 역할로써 정/오 피드백, 피드백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긍정적 피드

백 또는 부정적 피드백(Deci, 1975; 고수일, 고은정, 2004)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내용, 즉 개인의 유능감 정보를 담고 있는 피드백(권은주,

김성일, 2003), 과제 진행 시점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는 피드백(outcome

feedback)과 과정을 알려주는 피드백(process feedback)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Lewis, 1976). 이 외에도 학습자로 하여금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지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monitoring feedback),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하는지(scaffolding feedback)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

백 유형도 있다(Pat, Tillema, & van Koppen, 2012).

피드백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과제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재적 보상과 피드백이 과제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Arnold(1976)의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

기가 높은 피험자에게는 외재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더 높이지 않았으며

과제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피험자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지향성에 따른 피드백 유형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숙달목표지향성인 피험자에 비해 수행목표지향성인 피험자의 경우 비교피

드백(comparative feedback)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과제 관련

피드백(task-referenced feedback)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Anseel et al., 2011). 이 연구결과는 목표지향성에 따

라 과제수행의 동기가 다르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수행목표지향성인 학습자의 경우 타인과 비교하여 수행을 더 잘 하

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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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피드백이 주어졌을 경우 숙달목표지향성인 학습자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권은주와 김성일(2003)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준다. 학

습자의 성취목표와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는 단계별로 점

수가 향상되고 있으며 마지막 과제의 점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좋은

점수라는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내재적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는 단계별로 점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

지막 단계의 점수가 타인에 비해 낮은 점수라는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마지막 단계의 과제에 의해 내재적 동기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는 지금까지 도달한 과제수행에 초점을 맞

추어 현재의 점수가 가장 좋다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숙달목표지

향성 학습자는 현재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후의 과제수행에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 편,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드백이 받아들여지는 정도인

피드백 수용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고수일과 고은정(2004)의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피드백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피드백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피드백의 구체성, 피드백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피드백 유인가의

순서대로 피드백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Clifford(1984)의 건설적 실

패이론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수행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혹

은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경우 실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함께 고려해볼 때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피드백이 학업적 실

패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피드백 유형 중에서도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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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피드백 유형은 정보적 피드백(informative

feedback)이다. 정보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Schroth, 1970) 학습자의 수행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피드백이다(박중길, 안은희, 2009). 또

한,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 비해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의 경우 과제수

행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더라도 정보를 담고 있는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이후의 과제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Farr, 1993).

수행에 대한 힌트나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담고 있는 정보적 피드백은 학습

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Narciss, 2004).

박중길과 안은희(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체육

수업에서 학습자 스스로 정한 목표를 확인한 후 점진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수행이 끝나기 전 성공적인 수

행을 보인 학습자에게는 칭찬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목표에

비해 수행결과가 낮았던 학습자에게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자

신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전략을 생각해보도록 안내하였다. 연구결

과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피드백을 제공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신체

관련 자기개념, 스포츠 유능감, 수행결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따라

서 학습자의 수행결과가 성공적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을 때에도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정보적 피드백 제시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 편, 앞서 정리한 목표지향성과 관련하여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는 과

제수행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화를 내거나 과제관련 수행을 회피하는 대

처전략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dar, Rijavec, &

Loncaric, 2006). 그렇다면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는 실패경험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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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 피드백이란 얼굴표정 혹은 긍정적인 어조

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자가 환경에 보다 친밀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긍정

적인 말과 긍정적인 어조의 목소리 모두 학습활동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ung, 2013).

또한,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문제를 보이는 학습자와 정상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Caprara, Pastorelli와 Weiner(1994)의 연구에서는 교

사가 학습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실패에 대해 화를 표출하거나 동정을 표

현하는 등의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 후 학습자가 교사의 정서적

피드백을 어떻게 귀인하는지 분석한 결과 화는 노력부족귀인으로, 동정은

능력부족귀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학습자에

게 제공되는 정서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서적 피드백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조민선(2004)의 연구에서 컴퓨터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킴으로써 피

험자가 과제수행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도록 조작한 후에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한 집단, 피험자의 정서에 공감하는 피드

백을 제공한 집단,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한 피드백을 제공

한 집단 사이에 피험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적 피드백 혹은 공감하는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에서 정서적 피

드백을 제공하는 컴퓨터를 이후에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가 실패경험 혹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과제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정보적 피드백과 격려 혹은 긍정적인 언

어를 제시하는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받았을 때 이후 과제수행 양상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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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나. 실패경험과 관련된 피드백 유형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피드백 유형에 따라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패상황에서 피드백이 제공되는 연구를 보

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ffee와 Rees(2011)의 실험에서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눈을 가린 후 다트를 던지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다트를

던질 때마다 피험자에게 잘 못했다는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러한 활동과

실패에 대한 피드백의 반복으로 피험자에게 실패는 통제 불가능하고 결과

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활동이 반복될 때마다

낮은 자기효능감과 더 떨어지는 수행의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반복되는 실패는 피험자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지시가 주어졌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졌고 수행의 질도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실패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실패라는 결과를 개

인이 통제할 수 있으며 결과는 변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

후 과제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제수행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Coffee와 Rees(2011)의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반복적인 실패상황에서 다

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고 실패의 귀인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돌리는 언급이 제시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Clifford(1984)가 건설적인 실패이론에서 실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즉, 실패경험 후에 주어지는

피드백의 내용에 구체적인 정보 외에도 실패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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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또한 이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경

험 후의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의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실패상황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 Langens(2007)의 연구는 통제 착각(illusions of

control)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피험자에게 실제로는 답

이 없는 문제를 풀게 하고 실패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를 제

공하였을 때 피험자는 통제의 착각으로 인하여 실패 후에도 긍정적인 정서

를 보였고 과제지속력 또한 높았다. 하지만 실패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통제 착각의 영향이 중간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실패 후의 정서나 과제지속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형성되는 통제 착각이 부정

적인 정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주어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Taylor & Brown, 1988)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

래한다(Robins & Beer, 2001)는 상반되는 연구는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의

실패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 재고(再

考)해 볼 것을 시사한다. 즉, 실패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후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만(고수일, 고은정, 2004; 박중길, 안은희, 2009) 다른 한 편으로는 구체성이

낮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정적인 정서 유발을 낮추어 지속

적인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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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목표지향성에 따라 어떠한 피드

백을 제공하는 것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목표지향성에 따라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동기

가 다르며 과제수행 과정에서 성공 또는 실패경험을 한 후에 어떠한 반응

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목표지향성에 따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즉, 실패경험 이

후에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보를 담은 피드백 제공과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격려의 말을 담은 피드백 제공은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이후 과제수

행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

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 조건보다 정보적 피드백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더 높을 것이다.

1-2.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 조건보다 정서적 피드백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 성취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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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중학교 한 곳에서 1학년

8개 반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수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결과를 거쳐

작성된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연구참여자 및 학부모에게 배부하여 연구참여

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총 307명이었으며, 참여자 중 남자는

167명(54.4%), 여자는 140명(45.6%)이었다. 연구참여자를 중학교 1학년으로

선정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할 때 학습해야 하는 교과내용과

난이도에 큰 변화가 있고 평가시험의 부담으로 인하여(엄선영, 이강이,

2012) 학습자가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상황에서의 실패경험을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업 상황에서의 실패경험으로 인해 좌절을 느낄

수 있는 학습자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실패를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를 제공할 때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실험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판단된 12명의 데이

터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실험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사전 또는 사후 설문검사에만 응답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설문검사에 응답하였지만 모두 같은 문항을 표기함으로써 응답

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사전검사와 실험과제를 모두 실시하였지만 마

지막 사후 설문검사 응답을 빠뜨린 경우이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는 총 295명으로, 남자는 159명(53.9%), 여

자는 136명(46.1%)이었으며, 이를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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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목표지향성 피드백 유형 남(%) 여(%) 사례 수

1

숙달목표

정보적 피드백,

정서적 피드백
19(52.8) 17(47.2) 36

2 정보적 피드백 20(54.1) 17(45.9) 37

3 정서적 피드백 19(51.4) 18(48.6) 37

4 무 피드백 21(55.3) 17(44.7) 38

5

수행목표

정보적 피드백,

정서적 피드백
21(56.8) 16(43.2) 37

6 정보적 피드백 20(52.6) 18(47.4) 38

7 정서적 피드백 22(57.9) 16(42.1) 38

8 무 피드백 17(50) 17(50) 34

전체 159(55.2) 136(44.8) 295

된 집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최종분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로 사전검사 설문지,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과

제, 그리고 사후검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전검사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학업적 실패내성과 상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 검사도구를 활용하였고, 수행하게 되는

과제가 국어과목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국어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

전 학기 국어점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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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전검

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실험과제로는 연구참여자에게 실제 학업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습 내용과 최대한 유사한 과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교과목 중 하나인 국어과목과 관련하여 중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문을

기존의 읽기 자료에서 발췌 및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과제 수행 후 목표지

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집단 별로 학업적 실패내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후검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전검사

연구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제하기 위해 학

업적 실패내성을 사전검사로 측정하였으며 수행과제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국어 실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전학기 국어 점수를 조사하였다.

1) 자기효능감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Owen & Froman, 1988; Williams & Coombs,

1996)를 국내 상황에 맞추어 검토한 척도(김아영, 1997)를 보다 학업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화 작업을 거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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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예

자신감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R)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R)

자기조절효능감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안다.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R)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더 좋아한다.

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개 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개 문항 등 3개 하위

요인,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1점: 전혀 아

니다, 6점: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교시동안 실험이 진행되어

야 하는 시간적 제약과 자기효능감 척도 외에 다른 요인의 척도도 활용해

야 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 중에서 의미가 겹치는 문항을 제외

한 후 3개 하위 요인 별로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활용한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의 예는 <표 Ⅳ-2>와 같으며 문항 신

뢰도(Cronbach's )는 .85로 나타났다.

<표 Ⅳ-2>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 예

2) 통제소재 척도

Clifford(1988)가 제안하고 김아영(1997)이 이중 역-번역 절차를 밟아 한

국형으로 만든 내외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여 통제소재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내적 통제와 관련된 11개 문항, 외적 통제와 관련된 5개 문항 등 2

개 하위 요인,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이다. 점수가 6점에 가까울수록 내적통제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소재 척도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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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예

내적 통제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점수나 성적이 나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외적 통제
•선생님이 성적을 나쁘게 주는 것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좋은 성적은 그냥 재수가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으로 인해 의미가 겹치는 문항을 제외한 후 2개 하위 요인 별로 5개 문항

씩 총 1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소재 척도 문항의

예는 <표 Ⅳ-3>과 같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는 .76으로 나타났다.

<표 Ⅳ-3> 통제소재 척도 문항 예

3)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연구참여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통제

하기 위해 사전에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학

업적 실패내성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이라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한 후 통제변인으로 처리하

는 것이 실험집단 간의 동질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김아영(2002)이 “Academic Failure Tolerance" 척도(Clifford, 1988;

Clifford, Kim, & McDonald, 1988)를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과제수준선호, 감정, 행동이라는 3

개 하위 요인 별로 각 6개 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실패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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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예

과제수준선호
•학교 공부 중에서 어려운 것을 좋아한다.

•아주 쉬운 과목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감정
•학교에서 실수를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쁘다. (R)

•학교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 매우 우울해지거나 화가 난다. (R)

행동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으면 틀린 것을 공부해서 다시 풀어 본다.

•학교 공부를 하다가 틀리면 계속해서 해보고 또 해본다.

사용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문항의 예는 <표 Ⅳ-4>와 같으며 문항 신뢰

도(Cronbach's )는 .81로 나타났다.

<표 Ⅳ-4>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문항 예

4) 국어점수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가 수행하게 되는 과제는 국어과목 관련 문제이

다. 심리실험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과제는 실제 학교에서 수행하게 되는

교과목과는 거리가 먼 인지검사 혹은 도형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학습자가 실제 학업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

우 실패를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를 탐색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실제 학교 장면에서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학습문제와 유사한 문

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서 사교육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 국어과목을 선정하여 국어와 관련

된 문제를 수행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가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을 국어실력이 본 연구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참여자의 이전 학기 국어 점수를 조사하여 공변인으로 처

리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집단 간 사전 국어 실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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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과제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지

난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1학기 말 국어 점수를 0점

부터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자신의 점수에 해당되는 구간에 표

기하도록 하였다.

나. 수행과제

1) 과제 내용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가 수행하게 되는 과제는 국어과목 관련 문제로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Ⅰ 단계에서는 주어진 글을 읽고 글의 빈 칸에 들

어갈 적절한 어휘를 적게 하였고, Ⅱ 단계에서는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도록 하였으며, Ⅲ 단계에서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

질 글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

육기관의 평가가 서술형으로 대폭 수정됨에 따라 실제 평가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 과제의 모든 문항을 주관식 및 서술형

으로 구성하였다. 주어진 글의 내용은 이전 차시에 배운 내용이나 선행학

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당 학기에 다루게 될 주제는 피하면서도 전반

적으로 교육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국내

중학생용 독서 월간지(지학사 편집부, 2013)에서 무료 공개된 지문 일부를

발췌 및 편집하였다. 이 자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인된 읽기

자료인 동시에 정규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교재이기 때문에 수업 중의

학습내용이나 기타 선행학습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문의 길이는 각 문제 당 약 639자로 프로그램 구현 시 한

화면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과제 수행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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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계 : 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 입력하기 (5개 문항 * 1분 30초≑약 8분)

↓

Ⅱ 단계 : 주어진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4개 문항 * 2분=약 8분)

↓

Ⅲ 단계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 글쓰기 (2개 문항 * 4분=약 8분 )

Ⅰ 단계 문제의 경우 각 문제 당 지문을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약 1분

30초 정도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Ⅱ 단계 문제의 경우 응답 요구 사항이

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한 문항 당 2분을 할당하였고, Ⅲ

단계 문제의 경우 이어지는 글을 서술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한 문항 당 4

분을 할당하였다. 최종적인 편집을 위해 연구참여자와 동일한 연령의 중학

생 8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

을 측정하였고, 교육학 전문가와 중학교 국어 교사 2인의 평정 결과를 반

영하여 지문의 내용 및 길이의 적절성을 결정하였다. 단계 별 문항 내용과

문항 수, 예상 소요시간을 정리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수행과제 제시 절차

수행과제는 연구참여자의 실제 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과제의 중요성과

실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National Korean Ability

Test, NKAT)”라는 평가 명을 공지하였다. 각 단계 별 수행과제 예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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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Ⅰ 단계 과제 예시

*지학사 편집부(2013). 중학 독서평설 8월호. p. 53 참고.

[그림 Ⅳ-3] Ⅱ 단계 과제 예시

*지학사 편집부(2013). 중학 독서평설 2월호.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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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Ⅲ 단계 과제 예시

*지학사 편집부(2013). 중학 독서평설 8월호. p. 39 참고.

2) 실험 조작

연구참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대로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 및 실패 경험을 조작하는

것이다. 각각의 실험 조작은 연구참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과제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으로 적절한 단계에 삽입하여 연구참여자가 과제 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 조작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41

(1) 목표지향성 조작

연구참여자의 목표지향성을 조작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정한 집단에 과제

수행의 목표에 대해 공지하였다. 먼저 전체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본 과제

수행의 목표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동일한 집단의 연구참여자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도록 조작하였다. 예를 들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과제

수행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본 과제의 목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국어 과목과 관련된

어휘, 문장 만들기, 짧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실력을 향

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지, 더 보완해야 하는 부

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며 문제 풀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분에 수행목표지향성 집

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제수행의 목표를 안내하였다.

“본 과제의 목표는 과제수행 결과를 통해 국어 과목과 관련된 어휘,

문장 만들기, 짧은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현재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 풀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시사항 때 전달한 목표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윤경

(2007)의 실험을 참고하여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화면 상단에 해당

되는 목표를 한 문장으로 계속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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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드백 유형 조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피드백 유형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

드백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한 집

단, 목표지향성에 따라 어느 유형의 피드백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하기 위

해 정보적 피드백 또는 정서적 피드백만 제공한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으

로 아무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피드백 제

시 시기는 각 단계 별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한 후에 이어지도록 하

였다. 피드백 내용은 각 단계 별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언으로 구성

하였으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수

행 과제 지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실제 연구참여자와 동일한 연령의 중

학생 8명, 교육학 전공자,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사 2인의 평정을 거쳐 피

드백 내용과 길이를 검토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예를 들어, Ⅰ 단계 문제

풀이 후에 제공되는 정보적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입력한 어휘는 주어진 글의 전체 맥락과의 관련성이 10%

미만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선택할 때에는 글의 전체

맥락과 함께 빈 칸에 가까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글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를

풀 때에는 빈 칸의 앞 뒤 내용을 보다 꼼꼼히 읽으시고 전체 주제를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해본 후 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어휘를 입력해

보세요.”

정서적 피드백의 내용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 실패경험 후 과제수행 결

과에 대한 격려 및 공감의 말(encouraging and empathetic commen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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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reassurance)과 동일한 실패경험을 하였지만 현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사례(sharing a similar story, Ayres & Leaper, 2013)를 제공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지만 힘내세요. 본 과제에서 현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 중학교의 한 학생도 처음 문제를 풀 때에는

정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한 연습으로 국어

실력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죠.

수많은 도전이 쌓여야 진정한 실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패 조작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토대인 Clifford(1984)의 건설적 실패이론

(Constructive Failure Theory)에 따르면 수행 결과가 목표 수준보다 낮을

때, 즉 목표 수준에 대한 수행 결과의 비율이 1 이하(P/G<1)일 때 실패가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실패 결과를 제시하기 위

해 수행과제 각 단계 전에 목표를 설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때, 목표지향

성 별로 목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절대 평가 방식으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받는 것이 목표

인지 입력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상대 평가

방식으로 다른 응시생과 비교하여서 100등 중 몇 등을 하는 것이 목표인지

입력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각 단계 별로 답안을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점수가 실시간으로 채점되고 있다는 지시문을 보여준 후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는 “채점 결과가 목표 점수보다 낮으므로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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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하셨습니다.” 라는 결과를 통보하였고,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는

“채점 결과가 목표 등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패하셨습니다.”라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사후검사

3단계의 과제 수행이 모두 끝난 이후에 연구참여자들은 사후검사로 학업

적 실패내성 척도에 응답하였고, 실험 조작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과제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입력한 답안은 즉각적으로

컴퓨터상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기록되었고, 이를 토대로 과제성취도를 산

출하였다. 사후검사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실패경험을 한 연구참여자에게 목표지향성 별로 피드백을 제공한 후 실

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전검사 도구로 활용한 김아영(2002)의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활용하였지만 사전검사 도구로 활용할 시에는 본래의 척도 그대로 연구참

여자의 평소의 특성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각 문항의 어미가 “…

한다”로 종결되어 평소의 태도를 기준으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

면에, 사후검사 도구로 활용할 시에는 연구참여자가 이미 실패를 경험하였

고, 과제 수행 중에 피드백을 제공받은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에 앞서 “이

번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채점 결과 후에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적용하여 다음 기회에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를 다시 응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 기분, 행동은 어떠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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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예

과제수준선호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 중에서 어려운 단계를 선택할 것이다.

•아주 쉬운 단계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단계를 위해 공부할 것이다.

감정
•문제 풀이에서 실수를 한다면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R)

•문제풀이에서실수를많이하면매우우울해지거나화가날것이다. (R)

행동
•나쁜 성적을 받더라도 틀린 문제를 공부해서 다시 풀어 볼 것이다.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풀어보고 또 풀어볼 것이다.

설명을 제시하여 피드백을 제공받은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이번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국

단위 국어능력 평가를 다시 응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 기분, 행동은

어떠할지”라는 설명을 제시하여 피드백 없이 실패경험만을 하게 되었을 때

실패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어미를 “…

할 것이다”라고 수정하여 피드백이 주어진 조건에서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 검사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수정한 학업적 실패

내성 척도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

(Cronbach's )는 .88로 나타났다.

<표 Ⅳ-5>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문항 예(사후검사)

2) 실험 조작 확인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은 본 연구의 독립 변인으로 학업적 실패내성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을 집단

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실험 조작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목표지

향성과 피드백 유형 조작이 연구참여자에게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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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선택 

1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의 목표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 과제 수행이 완료된 후 연구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목표지향성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성 조작은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된다. 집단

별로 목표 인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제 수행 종료 후에 <표

Ⅳ-6>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1번 항목을 선

택한 경우에,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2번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 목표지향

성 조작이 성공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의

71%가 자신에게 부여된 목표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목표지향성 조작 확인 문항

(2) 피드백 유형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 피드백 유형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구분된다.

집단 별로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공한 경우, 정보적 피

드백 또는 정서적 피드백 중에서 한 유형의 피드백만 제공한 경우,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4가지로 조작되었다. 집단 별로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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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선택 

1
다음 기회에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2
다음 기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주었다. 

피드백 유형을 연구참여자가 성공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Ⅳ-7>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에는 본

설문은 실시하지 않았다.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공한

집단의 경우 1번과 2번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 한 유형의 피드백만 제공한

집단의 경우 해당되는 피드백 유형을 선택한 경우에 피드백 유형 인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의 72%가

자신에게 제공된 피드백 유형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피드백 유형 조작 확인 문항

3) 과제성취도 측정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을 모두 마친 후에 연구참여자가 입력한 답안

을 채점하였다. 채점 기준 선정과 실제 채점은 연구자 1인과 중학교 국어

교사 1인이 함께 수행하였다. Ⅰ 단계 문제는 5개 문항으로 단답식 유형이

며 답안의 옳고 그름을 비교적 명확하게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되는 답안은 1점, 그렇지 않은 답안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Ⅱ 단계 문

제와 Ⅲ 단계 문제는 각각 4개, 2개 문항으로 각 문항 당 0점부터 6점 범

위 내에서 채점하였고, 각 단계의 최종 점수는 해당되는 문항 점수의 평균



48

으로 산출하였다. Ⅱ 단계 문제와 Ⅲ 단계 문제는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

하는 약술형과 한 단락 정도의 글을 쓰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중학생 논술

평가 기준에 대한 최은경(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내용의 적절성, 조직의

유기성, 표현의 정확성을 채점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3. 연구절차

실험은 교내 컴퓨터실에서 하루에 4개 학급씩, 총 2일에 걸쳐 진행되었

다. 8개 학급은 8개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연구자 1인이 전체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컴퓨터 교과 교사 1인이 컴퓨터 상태 점검, 연구참여자의 집중

과 관련하여 진행을 보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개인마다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컴퓨터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연구참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옆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통제되었다. 본 실험을 위해 필요한 사전검사, 수행과제, 그리고 사후검사

도구는 먼저 연구자가 PowerPoinT(PP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고, 이는

다시 컴퓨터 공학 전공자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각 집

단 별로 고유한 웹페이지 주소가 부여되었고 연구참여자는 해당되는 집단

의 웹페이지로 접속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진행의 총 소요 시간은

약 45분이었으며 전체적인 실험절차는 [그림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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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 및 사전 검사 (5분)

↓

2. 수행과제 소개 및 예시 (10분)

↓

3. 과제 수행 (25분)

↓

4. 사후 검사: 학업적 실패내성 설문 및 실험조작 확인 (5분)

↓

5. 실험목적 보고(전체 실험 종료 이후)

[그림 Ⅳ-5] 전체 실험절차

가. 안내 및 사전검사 수행

먼저, 연구참여자가 컴퓨터실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자는 교사용 컴퓨터

와 학생용 컴퓨터를 모두 켜 놓고 실험을 위한 웹페이지에 접속이 잘 되는

지 확인한 후, 컴퓨터실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실험 안내 화면을 띄어

놓았다. 연구참여자가 컴퓨터실로 들어오자 연구참여자의 반 번호와 컴퓨

터 번호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각 컴퓨터 자리에 앉게 한 후 해당되는 집단

의 웹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실험을 수행하기 5분

전에 컴퓨터실에 모두 입실하였기 때문에 먼저 웹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안

내하였고, 실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까지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지시하였다. 연구자와 컴퓨터 교과 교사는 연구참여자가 기다

리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서울대학교 인

지학습연구회에 소속된 교육심리 석사과정 학생임을 밝히고, 45분 동안 참

여하게 되는 평가는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National Korea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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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KAT)”로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권위 있고 신뢰로운

평가임을 공지하였다.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의 평

소 학습특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전달

하였으며 본 설문 조사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

습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의를 주었다.

설문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연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을 공지하였다.

나. 수행과제 소개 및 예시

모든 연구참여자가 사전검사를 마치면 컴퓨터실 대형 스크린을 보도록

주의를 집중시킨 후 수행하게 될 과제 내용과 본 과제의 목표에 대해 구체

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수행과제의 의미와 중요도를 충분히 인지시키기

위해 국어 능력은 앞으로 중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능력

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문맥에 맞는 어휘 추측하기,’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은 서술형 평가가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향상시켜야 할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대학교 인지학습연구회에서는 전국단위 국어능력 평가를 개발하였고, 이

평가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각

단계 별 평가 내용과 문항 수, 주어진 시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목표지향성과 관련하여 집단

별로 해당되는 목표를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목표지향성을 외부에서 조작하는 것으로 실험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구참

여자가 과제를 마칠 때까지 주어진 목표를 잊지 않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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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목표지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숙달목표지

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이다. 1집단부터 4집단까지는 숙달목표를 제시하였

고, 5집단부터 8집단까지 수행목표를 제시하였다. 해당되는 목표지향성에

따라 연구참여자에게 다음 [그림 Ⅳ-6], [그림 Ⅳ-7]과 같은 화면을 제시하

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림 Ⅳ-6] 숙달목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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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수행목표 안내문

연구참여자에게 목표를 정확히 설명한 후 문제의 답안을 입력할 때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답안이 즉각적으로 기록되고 각 단계 별로 연구참

여자가 설정한 목표와 채점 결과를 비교하여 성공 또는 실패 여부가 바로

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집단의 경우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때, 연구참여자가 피드백 내용을 신뢰롭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자는 “전국 중학생이 선정한 가장 잘 가르치는 국어 교사 모임”에 소속되

어 있는 실력 있는 국어 교사가 연구참여자의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피드

백을 제공해 준다고 공지하였다. 이 때, 연구참여자가 피드백을 어떻게 인

식하였는지 과제 수행 종료 후에 확인하기 위해 정보적 피드백 또는 정서

적 피드백 중 어떤 유형의 피드백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53

다.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에는 피드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참여자에게 수행 과제의 일부를 예시로 보여주었다. 각 단계별

로 한 문항씩 제시하였으며 시간 제약으로 인해 직접 문제를 풀어 보는 것

은 생략하고 문제 풀이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과 문제 풀이 방법

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목표’와 ‘문제 단계, ‘문제 풀이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정답 입력란’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

능’에 대해 강조하였다. 과제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연구참여자

에게 제공한 예시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Ⅳ-8] Ⅰ 단계 수행과제 예시

*지학사 편집부(2013). 중학 독서평설 6월호. p. 1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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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Ⅱ 단계 수행과제 예시

[그림 Ⅳ-10] Ⅲ 단계 수행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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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 수행

과제는 연구참여자가 컴퓨터로 수행하였으며 Ⅰ 단계부터 Ⅲ 단계까지의

문제를 푸는 데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각 단계의 문제 풀이 시간으로 할

당된 시간은 화면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었다. 각 단계 별로 할당된 8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과 화면이 제시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프로그

램을 제작하여서 모든 연구참여자의 과제 수행 시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각 단계 별로 문제를 풀고 나면 연구참여자가 기입한

응답은 즉각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채점된다는 화면이 [그림 Ⅳ

-11]과 같이 제시되고 이어서 연구참여자가 문제 풀이 전에 설정한 목표

점수와 채점 결과 점수가 비교되어 나타나는 화면이 [그림 Ⅳ-12]와 같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가 기입한 답안은 관리자용 웹페이지에 즉

각적으로 기록되어 추후 연구참여자의 과제성취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Ⅳ-11] 채점 진행을 알리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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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채점 결과 화면

라. 사후검사 설문

연구참여자가 과제 수행을 종료한 후에는 이어지는 화면에 사후검사로

학업적 실패내성을 묻는 설문문항이 제시되었고 본 연구의 실험조작인 목

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대한 인식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설문이

실시되었다. 사후검사 설문까지 다 마치고 나면 평가의 모든 절차가 끝났

음을 알리는 화면이 공지되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전에 먼

저 모든 절차를 마친 연구참여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

록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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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험목적 보고

총 2일에 걸쳐 수행된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에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교실에 들어가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었고,

과제 수행의 실패경험으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

록 본 연구에서 실패경험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실제 수행 결과와는 상관없

이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실패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실험

에 참여한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선정

하였다. 목표지향성은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피드백 유형

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으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어느 유형의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일 수 있

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숙달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4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 정보적 피드백, 정서적 피드백, 무 피드

백) 집단 간 요인설계를 통해 학업적 실패내성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설계로는 유사실험설계의 한 유형인 이질집단 사전사후검

사 설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래 실험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좋은 설

계는 동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화를

위해 무선표집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한다(백순근,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연구비용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임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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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accidental sampling)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어 엄격한 의미

에서 동질집단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질집단 사전사후검사

로 실험을 설계하되 집단의 동질화를 위해 독립변인 외에 종속변인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평소의 학업적 실패내성,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그

리고 국어 점수를 사전검사로 측정하여 이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경우 공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전검사 결과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고,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학업적 실패내성의 집단 간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

성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

인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8.0을 사용하

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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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 수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 3.67 .70 1.56 5.83 295

자기효능감 3.40 .74 1.80 6.00 295

통제소재 4.78 .63 2.80 6.00 295

사전 국어성취도 2.52 1.60 1 9 295

Ⅴ.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건검사의 주요 변인별 기술통계치는 <표 Ⅴ-1>

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 자기효능감, 통제소재는 모

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 척도는 모두 Likert 6점 척도로

이는 ‘보통’이라는 선택지가 없고, 크게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분되는 점

을 고려해볼 때 사전검사로 측정한 특성에 있어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 국어성취도의 경

우 100점부터 20점까지는 10점을 급간으로 8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20점 이

하는 1개 급간으로 구분하여 총 9개 등급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1번 선

택지의 점수가 가장 높고, 9번 선택지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Ⅴ-1> 사전검사 기술통계치

종속변인인 학업적 실패내성의 집단 간 기술통계치는 <표 Ⅴ-2>와 같

다.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평균 3점대 후반으로 나

타나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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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성 피드백 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숙달목표

정보적 ․  정서적 

피드백
3.91 .78 36

정보적 피드백 3.70 .72 37

정서적 피드백 3.83 .93 37

무 피드백 3.71 .61 38

수행목표 

정보적 ․  정서적 

피드백
3.94 .69 37

정보적 피드백 3.79 .71 38

정서적 피드백 4.20 .79 38

무 피드백 3.72 .98 34

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

백을 모두 제시받았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3.91, SD=.78),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받은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을 보였다

(M=3.83, SD=.93). 반면에,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시받았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M=4.20, SD=.79), 그 다음으로는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

드백을 모두 제공받은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적 실패내성을

보였다(M=3.94, SD=.69).

<표 Ⅴ-2>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의 기술통계치



61

[그림 Ⅴ-1]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

[그림 Ⅴ-1]에서와 같이 피드백 유형에 따른 모든 집단에서 수행목표지

향성 집단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보다 높은 학업적 실패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

을 제공하였을 때보다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였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확인한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 자기효능감, 통

제소재, 그리고 사전 국어성취도와 종속변인인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사전검사로 측정

된 주요 변인 모두 종속변인인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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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 1

2. 자기효능감 .73  1

3. 통제소재 .46  .55  1

4. 사전 국어성취도 .26  .36  .40  1

5.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 .62  .51  .39  .26  1

<표 Ⅴ-3> 변인 간 상관

 p<.01

이어서 집단 동질화를 위해 사전검사로 측정한 개인 특성 변인을 공변

인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목표

지향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된

모든 변인들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

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학업적 실패

내성: t(293)=-1.87, p>.05, 자기효능감: t(293)=-1.48, p>.05, 통제소재:

t(293)=.54, p>.05, 사전 국어성취도: t(293)=.20, p>.05). 피드백 유형에 따

른 집단 간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학업적 실패내

성: F(3, 291)=.57, p>.05, 자기효능감: F(3, 291)=.64, p>.05, 통제소재: F(3,

291)=2.17, p>.05, 사전 국어성취도: F(3, 291)=.29, p>.05).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된 모든 변인들에 대해 독립변인인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분석

에서는 사전검사를 통해 측정된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으로 하고, 종속

변인을 학업적 실패내성으로 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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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

로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데이터가 분산분

석을 위한 기본 원리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인 분산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

고, 2)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어야 하며, 3)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들의 분산이 같아야 한다. 이 때 정규분포와 등분

산 가정은 연구의 대상인 표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에 해당되는

것이다(성태제, 2007b).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적 실패내성으로 Likert식 6점 척도로 측정된

양적변수이다.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test of normality)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인 학업적 실패내성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분석을 위한 정규분포 가정은 원칙상 모집단에

해당되는 것이며, 모집단을 추정할 수 없더라도 표본 크기가 30 이상일 때

에는 중심극한정리에 의해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성

태제, 2007a) 분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가

정 검정 결과,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구분한 모든 집단에 대해

등분산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287)=.93, p>.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이원분산 교차설계(Crossed Design)를 활용하였다. 교차설계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인이 처치변수일 경우 두 처치가 상호작용으로 일으키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성태제, 2007b).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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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과 집단에 있는 개인 의 학업적 실패내성 점수

 : 전체 평균

 : 처치 A(목표지향성)의 효과

 : 처치 B(피드백 유형)의 효과

 : 처치 AB(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 오차

                             차

해당되는 학업적 실패내성 점수에 대한 선형모형 구성과 이 선형모형에 의

한 총편차제곱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Ⅴ-2]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의 선형모형

[그림 Ⅴ-3] 선형모형에 의한 총편차제곱합

위의 총편차제곱합에서  값이 크면  (목표지향성) 처치효과,  값

이 크면 (피드백 유형) 처치효과,  값이 크면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성, 피

드백 유형 및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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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목표지향성 1.01 1 1.09 1.79

피드백 유형 4.50 3 1.50 2.46

목표지향성☓피드백 유형 1.46 3 .49 .80

오차 174.62 287 .61

합계 4558.88 295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 3.67 .70 295
-4.81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 3.85 .79 295

<표Ⅴ-4> 목표지향성과피드백유형에 따른 학업적실패내성에대한분산분석 결과

분석 결과, 목표지향성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1, 293)=1.79, p>.10).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

성의 차이는 목표지향성에 따른 차이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 291)=2.46, p>.10).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 287)=.80, p>.10).

한 편, 연구참여자의 평소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본

연구를 통해 실패경험과 피드백을 제공받은 후의 학업적 실패내성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종속표본  검정(two-dependent samples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Ⅴ-5>와 같이 사전 학업적 실패내성과 사후 학

업적 실패내성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87)=-4.81,

p<.01).

<표 Ⅴ-5> 학업적 실패내성의 사전-사후 종속표본  검정 결과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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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향성
피드백 유형

학업적 

실패내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숙달목표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사전 3.64 .71 36

-2.38
사후 3.91 .78 36

정보적 피드백
사전 3.49 .57 37

-2.50

사후 3.70 .72 37

정서적 피드백
사전 3.61 .52 37

-1.59
사후 3.83 .93 37

무 피드백
사전 3.64 .62 38

-.77
사후 3.71 .61 38

수행목표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사전 3.85 .65 37
-.98

사후 3.94 .69 37

정보적 피드백
사전 3.73 .66 38

-.55
사후 3.79 .71 38

정서적 피드백
사전 3.77 .86 38

-4.80

사후 4.19 .79 38

무 피드백
사전 3.62 .93 34

-.84
사후 3.72 .98 34

구체적으로, 각 집단 별 사전-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의 결과를 보면 <표

Ⅴ-6>에서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사전 학업적 실

패내성보다 높았으며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

백을 모두 제공받은 경우, 정보적 피드백만을 제공받은 경우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받은 경우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Ⅴ-6> 집단 별 학업적 실패내성의 사전-사후 종속표본  검정 결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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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성 피드백 유형
과제성취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숙달목표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2.43 .84 36

정보적 피드백 2.95 .94 37

정서적 피드백 2.29 .79 37

무 피드백 1.97 .86 38

수행목표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2.49 .88 37

정보적 피드백 2.80 .84 38

정서적 피드백 2.84 .73 38

무 피드백 2.47 .95 34

3.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문제 2)

먼저,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를 분석하여 과제성

취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기술통계치는 <표 Ⅴ-7>과 같다.

<표 Ⅴ-7>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기술통계치

[그림 Ⅴ-4]와 같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

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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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1, 293)=5.85, p<.05)와 피드백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3, 291)=7.49,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목표지향성과 피드

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 287)=3.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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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목표지향성 4.29 1 4.29 5.85

피드백 유형 16.48 3 5.49    7.49

목표지향성☓피드백 유형 6.60 3 2.20 3.00

오차 210.37 287 .73

합계 2129.36 295

피드백 유형 평균차 표준오차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vs 정보적 피드백      -.42 .14

정보적 피드백 vs 무 피드백       .67 .14

<표 Ⅴ-8>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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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집단 간 사례 수가 다르기 때문에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9>과 같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과제성취도의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 피드백 유형은 정보적․정서적 피드백과 정보적 피드백,

정보적 피드백과 무 피드백이었다. 이 두 경우 모두 정보적 피드백만을 제

공한 집단에서 과제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9>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사후비교분석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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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실패내성 과제성취도

1. 숙달목표 2. 수행목표 3. 숙달목표 4. 수행목표

1. 1

2. .07 1

3. .03 .07 1

4. -.02 .23  .13 1

다음으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표지향성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

취도 간의 상관은 <표 Ⅴ-10>과 같이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 학업적 실

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0> 목표지향성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상관

**p<.01

이어서 집단 별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Ⅴ-11>에서와 같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정보적 피드백

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

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

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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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성 피드백 유형 1. 학업적 실패내성 2. 과제성취도

숙달목표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1. 1

2. -.04 1

정보적 피드백
1. 1

2. .33 1

정서적 피드백
1. 1

2. .04 1

무 피드백
1. 1

2. -.25 1

수행목표

정보적․ 정서적 

피드백

1. 1

2. .33 1

정보적 피드백
1. 1

2. -.01 1

정서적 피드백
1. 1

2. .28 1

무 피드백 1. 1

2. .26 1

전체
1. 1

2. .14 1

<표 Ⅴ-11> 집단 별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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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목표지향성

을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조작하였고, 피드백 유형은 정보

적․정서적 피드백, 정보적 피드백, 정서적 피드백, 그리고 무 피드백(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이 때, 두 가지 피드백 유형을 동시에 제

시한 조건과 단일 피드백만을 제시한 조건에서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정

보적․정서적 피드백 집단을 함께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에 대한 기술통

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적 실패내성을 보였으며 특히,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

을 때 다른 조건에 비해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

과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학업적 실

패내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

적 피드백을 제공받았을 때,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

공받았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을 것이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은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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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부분에서 해석

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연구참여자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하여 사전검사로 측정

한 평소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본 연구를 통해 실패경험과 피드백 제공을

경험한 이후의 학업적 실패내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종속표

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의 평소 학업적 실패내성과

연구 참여 이후의 학업적 실패내성 사이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

드백을 함께 제공받은 조건, 정보적 피드백만을 제공받은 조건에서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행목표지

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받은 조건에서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과제성취도와 관련하여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

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 비해

과제성취도가 높았으며 정보적 피드백만을 제공한 집단이 정보적․정서적

피드백 집단과 무 피드백 집단보다 과제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집단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은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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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간 학업적 실패내성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으로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 비해 학업적 실패내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의 학습특성 및 학

습동기와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특성 및 학습동기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타인에게 입증해 보이는 데 있다. 그들은 타인과 비교하

여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

은 절대평가의 수준을 능가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 노력

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룹이나 학급에서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이려고 한다. 또한, 낮은 실력으로 평가받거나 똑똑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며 높은 성취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Schunk, Pintrich, & Meece, 1996).

배우는 과정 자체보다 타인에게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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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 실패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

성이 있다. 한 편으로는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 실패경험은 타인에 의

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나 우수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

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거나 더 이상 학습을 지속하

지 않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행목표지향성 학

습자의 실패경험은 이후의 지속적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에 무기력을 보이거

나 수행 동기가 저하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점이다(Dweck & Leggett,

1998).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실패경험이 오히려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

이후에 더 나은 성취를 보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Clifford(1984)의 건설적 실패이론에 따르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

을 때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에도 좌절하기보다 실패를 비교적 건설적으

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

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실력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경험으로 인한 낮은 평가를 만회하고 좋은 평가를 회복하기 위

해서 학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

의 실패경험이 오히려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이 숙달목표지향성 집단보다 더 높은 학

업적 실패내성을 보인 현상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드백 유형과 관련하여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에 정서

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을 때 다른 피드백 조건에서보다 학업적 실패내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의 경우에도 정보적 피드백

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공한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가장 높았

고, 이어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한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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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행목표지향성 집단과 숙달목표지향성 집단 모두 실

패경험 이후에 정서적 피드백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학업상황에서의 실패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일반적이다(Grewal & Lafreniere, 2003; Allen & Wuensch, 1993). 이는 학

습자의 목표지향성 또는 개인 특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학업상황에서의 실

패경험은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패경험에도 불구

하고 학업을 지속하고 꾸준히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임으로써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학업적 실패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학업우

수자를 대상으로 학업적 실패내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우수자 또

한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 구인 중 ‘감정’에 있어서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빈, 2008).

즉, 전반적으로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집단도 ‘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경험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낮다는 것은 실패경험 후의 부정적

인 정서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제안

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정서적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

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과정에서 실패경험 이후에 긍정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추후 학습의 지속

에 대한 선택이 높게 나타난 연구(조민선, 2004), 또는 수행목표지향성 학

습자일수록 실패경험 이후에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

거나(Eppler, Carsen-Plentl, & Harju, 2000), 정서에 집중된

(emotion-focused) 대처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Brdar, Rijavec, & Loncaric, 2006)를 통해서도 실패경험 이후에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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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드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공한 정서적 피드백의 내용은 위

로, 공감, 실패를 극복한 구체적인 사례 언급으로 구성된다. 학습자가 실패

경험으로 인해 느꼈을 부정적인 정서의 수위를 낮추고 부정적인 정서로 인

한 스트레스와 추후 학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

인 정서적 피드백의 내용을 탐색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의 분산분석 결

과에 따르면 학업적 실패내성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연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실

험설계와 관련된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신뢰로운 변인이다(김아영, 2002). 즉,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

전검사로 연구참여자의 성적을 조사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자기보고

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학업성취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

하여 집단의 속성을 통제하였다면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목표지향성과 피

드백 유형의 효과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실험 조작인 목표지향성은 연구자에 의해 각 집단

별로 부여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과제 수행에 앞서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목표지향성이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과제 수행 중에도 연구참여자가 목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 상단에 목표를 제시하였다. 과제 수행을 마

친 후에 사후검사로 연구참여자의 목표지향성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을 실

시한 결과 참여자의 71%가 목표지향성을 정확히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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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의 목표지향성 인식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표지향

성 인식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성에 따른 집

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도 고려해 보아야 할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학업상황에서의 실패경험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엄선영, 이강이, 2012)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중학교 1학년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

온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다양한 실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한계를 완전히 제외하기는 어렵다. 중학교의

상급 학년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목표지향성의 인

식 또는 목표 설정, 실패경험 등의 실험 조작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집단 간 차이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본 연구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숙달목표지

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 그리고 정보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행목표지향

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사

전 학업적 실패내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행목표지

향성 학습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를 인정해 주는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선행연구 분석과 일

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행목표지향성일수록 실패경험 이후에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서적 손상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난 선행연구(Brdar, Rijavec, & Loncaric, 2006)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사전-사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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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그리고 정보

적 피드백만을 제공하였을 때 사후 학업적 실패내성이 사전 학업적 실패내

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는 과제수행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이후의 과제수행에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인 결과에 의해 지지되는 양상이다(Farr, 1993; Narciss, 2004).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는 학습 자체에 집중하며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

라 주어진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의 발전에 의미를 두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며 유능감을 향

상시키거나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즐기며 이해력을 높이고 통찰력을 쌓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Pintrich, 2000c).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생각해볼 때 본 연구에서 숙달

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을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적 피드백의 내용은 과제를 수행

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술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 비해 정보적 피드

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모두 도움의 수단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는 달리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의 경우 정보적 피드백만

을 제공받았을 때보다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받았을

때 다른 집단보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지향

성 학습자의 학습특성 및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정보

적 피드백은 실패경험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학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충

분한 도움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정보적 피드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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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서적 피드백 또한 실패를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

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 구인이 과제수준선호, 감정, 행동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숙달목표지향성 학

습자의 특성 중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려고 하는 특성은 학업적 실패

내성에 과제수준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본 연구에서 제공된 정보적

피드백은 실패경험 이후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점수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더하여 실패 이후의 감정을 다루는 문항과 관련하여 숙달목표지향성 집

단의 경우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써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에게는 실패상황에서 정보적 피드백과

함께 정서적 피드백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또 다른 변인은 과제성취도이다. 목표지향성

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과제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은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행목표

지향성 집단은 정서적 피드백만을 제시받은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는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전략에 집중하는 반면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는 과제 수행 결과

가 좋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는 대처 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Brdar, Rijavec, & Loncaric, 2006; Farr, 1993; Narciss,

2004)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이다.

이어서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드백 유형과 관련하여 정보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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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제공한 집단에서 과제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연구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피드백으로 제시하였을 때 이후 과제

수행 수준이 높아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다(고수일, 고은정,

2004; 박중길, 안은희, 2009; Farr, 1993). 학업적 실패내성과는 달리 과제성

취도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적 피드

백을 제시한 조건에서 과제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과제성취와 관련

하여서는 구체적인 학습전략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실패로 인한 학습자의 정서까지 측정하는 학업

적 실패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적 피드백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드백

과 같은 학습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어 주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사이에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학업적 실패내성과 학업성취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신뢰로운 변인이라는 선행연구(김아영,

1997, 2002)와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집단 별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목표지향성과 관련하여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

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달목

표지향성 학습자의 경우 성공 또는 실패라는 결과보다 학습 과정에서 무엇

을 배우고,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Pintrich, 2000c) 학업적 실패내성보다는 과제흥미 또는 내재적 흥미

와 내재적 동기가 과제성취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의 경우 학습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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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패경험은 학습동기를 낮추기도 하지만 실패라는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 추후 학습 기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동기

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

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라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숙달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정보적 피드백을 제시받

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숙달목표지향성 학습

자는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이 제시되었을 때 과제수행 결과가 높았다는 선

행연구(고수일, 고은정, 2004; 박중길, 안은희, 2009; Farr, 1993)에 의해 지

지되는 결과이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 집단에서는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

적 피드백을 모두 제시받은 조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과제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행목표지향성 학

습자에게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또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후

과제수행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정서적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3.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 및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가 학업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패경험을 건설적으로 대처하고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잘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스스로 더



83

나은 학습자가 되어가는 데 필요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의 전체 상황을 실패를 경험하는 환경으로 설정하고 연구참여자

가 과제를 계속하는 동안 집단 별로 서로 다른 피드백 조건을 제시하여 실

패상황에서 목표지향성에 가장 적합한 피드백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및 논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학습상황에서 제공되는 피드백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고려해볼 때 교사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Kunter, et al., 2013). 최근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의 학교적응이나 학업 스

트레스 대처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

라(Allen et al., 2013),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교

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실패상황 속에서도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서 교사는

노력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등의 조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이다(Eppler, Carsen-Plentl, & Harju, 2000). 다시 말해, 학습자가 좋은 결

과물을 낼 때에 교사가 줄 수 있는 칭찬 등의 피드백과 어려움에 처해 있

을 때 교사가 줄 수 있는 격려 등의 피드백을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

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학습 환경은 오프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Torrisi-Steele & Drew, 2013).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보

다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는 학습 내용의 흥미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

여 학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은 본 연구의 실험과정과도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실

패를 경험할 때마다 피드백을 제공한 것과 같이 온라인 학습 도구 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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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외에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건

을 텍스트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결과에 따라 보다 의미 있는 학

습 환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주는 환경

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기에 보다 현실

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의 음성을 삽입하거나 정서적 피드백을 제

공할 때에는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에 알맞은 얼굴 표정이나 적절한 그림

또는 애니메이션을 삽입한다면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

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세 하위 구인 중 하나인 과제

수준선호는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에도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김아영, 2002). 도전적인 과제가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Yanagizawa(2008)의 연구에서는 목표의 난이도와 피드백 요구는

목표 달성 및 학습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이기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에

서 벗어나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고 더 나은 학습을 이루어가기 위해 끊임

없는 도전을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여러 번의 실패경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사는 적극적인 교육

적 개입을 하여야 하고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

한 교육적 처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두 번째 하위 구인은 감정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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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울이나 슬픔, 자신감 상실 등의 부

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관련된 구인이다(김아영, 2002). 부정적

인 감정은 학습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성취와 동

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Ben & Linnenbrink, 2013)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거나 혹은 유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특히, 교육학 연구에서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인 청소년 시기의 학생

들은 발달 단계 상 정체감 혼란과 불안정적인 정서로 인해(Wiley &

Berman, 2013) 작은 실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성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는 실패

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들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학업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

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함으로써

인지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에도 초점을 맞추는 균형 잡힌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세 번째 하위 구인은 행동이다. 이는 학습자가 실패

경험 이후에 더 나은 학습을 이루어가기 위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거

나 학습 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의 행동적 특성이다(김아영, 2002). 즉, 학습

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성으로써 상위인지전략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위인지전략이란 학습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기술로서(Flavell,

1979),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상위인지전략을 많이 활용하며, 학

업성취도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학업 특성이다(Chwee et

al., 2012; 한순미, 2004). 따라서 교사 또는 학습 멘토들은 학습자가 스스로

실패경험의 원인과 방안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학습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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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갈수록 지식의 활용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시대이며 현재의 청소년들이 주역이 될 미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즉,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디딜 때 즈음에는 이미 과거의 지식으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 교육 환

경의 테두리를 보다 넓혀 ‘어떻게’ 배우는가를 가르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학습자 스스로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적응력을 갖추

도록 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

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늘 배워왔던 내용에만 익숙하고,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내용을 배우다 틀리는 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는 도전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단련되기 힘

들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미래 사회에서 저마다의 재능을 꽃 피우

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건강한 정신(mentally strong)의 진정한 학

습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중요한 독립변인인 피드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

을 맞추었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서 피드백 제공자와 피드백 제공 시기를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보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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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교사 이외에 다른 인물이 피드백을 주었을 때의 효과와 실패를 경험

하는 여러 단계 속에서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피드백 제공 시기에 대

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피드백 제공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습자

의 특성에 따라 누구에 의해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이 실패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인 교사(Allen et al., 2013)에 의해서 피드백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통제하여 피드백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

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 또래 등 다양한 피

드백 제공자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면밀한 연구가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피드백 제공자에게 서로 다른

피드백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는 경제적 혹은 정서적 지원을 원할 수 있

고, 교사에게는 보다 학습과 관련이 높은 학습 전략에 대한 피드백, 또래에

게는 정서적인 격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드백 제공

자와 피드백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양한 피

드백 제공자(부모, 교사, 또래 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 내용이 무

엇인지에 대해 연구한다면 보다 풍성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드백 제공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실험 조

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유형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모든 집단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기를 각 단계의 과제를 마친 이

후로 통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업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학습

자에게 너무 이른 시기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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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패 상황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이 가장 결정적인 도

움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실패 과정 중에 어느 시기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또

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보다 독립적인 학습자 및 또래 등 주변 인물에

보다 의존하는 학습자 등으로 구분하여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

기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험과제의 제시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과제는 총 3단계의 과제로 연구참여자에게 실

제로 중요한 교과목을 선정하고 해당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실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실험과제를 구성하여 실험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계 별로 과제

의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모든 연구참여자가 모든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실험이 설계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는 각 단계의 과제를 유사한 난이도 또는 유사

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과제 특성에서 비롯되는 변수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 또는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전 단계와 동일한 난이도와

한 단계 더 어려운 난이도를 제시하고 연구참여자에게 자발적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실패경험 이후의 과제난이도 선택 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면

밀한 관찰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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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earning circumstances, learners are certainly bound to

experience failure as well as success while they are trying to attain

goals. As a result of academic failure, learners have lower self-esteem

and negative emotion such as anxiety and anger. Seligman(1975)

suggested Learned Helplessness Theory, which focused on negative

effects of repeated academic failure on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learners who have to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everyday cannot be perfect in the learning situation. It is natura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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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to make mistakes and experience failure, which often leads them

to unexpected, interesting, and new findings. They are encouraged to

try new ways to solve problems after mistakes or failure.

According to Constructive Failure Theory suggested by Clifford(1984),

academic failure does not always have negative effects on learners.

There are some conditions where academic failure facilitates learners

rather than frustrating: goals are challenging, meaningful activities are

following, goal-awareness is high, task performance is initiated by

learners, task-relevant strategies are used, and assessment and

evaluation are specific.

Academic Failure Tolerance(AFT),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Constructive Failure Theory, is defined as a learners' tendency to show

constructive attitudes after academic failure(Kim & Clifford, 1988).

Regarding the natural learning situation where learners are bound to

experience failure, research on educational invention to increase AFT

should be conducted.

This research focused on finding variables to affect AFT. After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 goal orientation and feedback type have

been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most likely to affect

academic failure. Based on pretest-posttest design for heterogeneity,

experimental groups are divided by goal orientation and feedback type.

Between group analysis of AFT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FT

and task achievement have been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AFT of performance goal oriented groups

is higher than that of mastery goal oriented groups. Specific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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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 is the highest when emotional feedback has been given to

performance goal oriented groups and when both informative feedback

and emotional feedback have been given to mastery goal oriented

groups. On the other hand, none of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 of goal orientation and feedback type on AF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of paired t test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AFT and post-AFT among groups.

Specifically, post-AFT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not only informative

and emotional feedback but also informative feedback only have been

given to mastery goal oriented groups. On the other hand, post-AFT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emotional feedback only has been given to

performance goal oriented groups.

Regarding task achievement, mastery goal oriented groups with

informative feedback have the highest task achievement whereas

performance goal oriented groups with emotional feedback have the

highest one. The analysis of group difference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Specifically, groups with

informative feedback have higher task achievement than others.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FT and task

achievement in the performance oriented group with informative and

emotional feedback. Mastery oriented group with informative feedback

h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FT and task achiev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appropriate feedback type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learners' goal orientation. Even if som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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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 studying after academic failure, they have some negative effects

emotionally. It is necessary that teachers should give emotional

feedback such as encouraging comments and showing empathic

attitudes towards learners' academic failure. Informative feedback such

as specific inform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ask achievement.

Keywords: academic failure tolerance, goal orientation, feedback

type, task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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