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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습 장면에서 피드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맥락에서 진행된 

Bernichon 등(2003)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글쓰기 과제에서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두 특성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글에 대한 긍•부정 피드백을 

자기검증하는 방향으로 수용하는지와 이러한 경향성이 글의 수정 행위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는 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기 동안 58명의 대학생 

참여자들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한 뒤, 30분간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2회기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구성한 일반적인 

피드백 목록 중 제출한 글에 부합하는 긍•부정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글에 주어진 피드백의 타당성을 6점 척도로 평가하고 

수정글을 작성하였다.  

학습자 특성의 수준에 따라 네 개의 집단을 나누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로 긍•부정 피드백의 타당성을 다르게 평가하였다.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자아개념 수준을 가진 

학습자들에 비해 긍정 피드백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 중 자기효능감도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부정 

피드백에 대한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자신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검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 간 글의 수정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습자의 특성이 피드백 반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 장면에서 피드백의 효과가 모든 학습자에 대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피드백, 학업적 자아개념, 글쓰기 자기효능감, 자기검증 

학   번 : 2018-2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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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거울이 우리의 외모를 비추어 주듯, 피드백은 조직, 학교,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성취나 수행을 되돌아보게 한다. 물론 

모든 피드백이 거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 잔소리부터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수정사항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받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에 정리된 피드백의 특징은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드백(feedback)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중반 MIT 공대의 

수학과 교수였던 Wiener가 처음 사용하였다(William, 2016). 생물학과 

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기계,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출력(output)의 

일부가 입력(input)으로 되돌아가는 과정(Merriam-Webster)”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맥락에서 용어를 풀이하면 “수행(performance) 

또는 제품(product)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비판(Merriam-Webster)”이다.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피드백은 

“학습자가 수행한 작업(work)을 개선하고 주어진 목표(desired 

goal)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정보를 얻는 과정(Boud, 2013)”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피드백은 학습자의 수행(performance)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Zimbardi et.al., 2017). 학업 수행의 대표적인 예로 글쓰기를 

떠올릴 수 있다. 학문적 글쓰기는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전공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최소 한 번 이상의 

글쓰기 과제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직접 의문을 던지고, 

생각과 표현들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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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갖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Sommers, 2013). 피드백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Lizzio & Wilson, 2008) 글쓰기 과제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기도 한다(Nicol & Macfarlane-Dick, 2006; Pajares, 2003).  

많은 교수자가 피드백을 유용한 학습 도구로 여기지만 

(Maclellan 2001; Liu & Carless 2006), 정작 학생들이 받는 피드백의 

양과 질은 일관성이 없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2001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20년이 지나도 기억될 피드백도 

있었던 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답도 많았다(Sommers, 

2013). 실제로 피드백 개입의 3분의 1 정도는 오히려 수행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Kluger & DeNisi, 1996).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피드백의 30%만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는 

제공되는 피드백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Hirsch, 2017). 

나쁜 피드백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피드백에 대한 

고찰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영국의 전국 학생 설문에 따르면, 좋은 

피드백은 시기 적절함(timely), 구체성(detailed), 그리고 명료성 

(clearly written)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NSS, 2015). Kluger와 

DeNisi(1996)의 피드백에 대한 고전적인 개관 논문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피드백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과제가 아닌 학습자 

자신(일반적인 칭찬, 타인과의 비교, 자존감을 깍아 내리는 표현 등)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은 효과적이지 않았다(Kluger & DeNisi, 1996). 

Shute(2008) 그리고 Hattie와 Timperley(2007)의 연구에서도 

Kluger와 DeNisi(1996)의 발견은 재확인되었다. Shute(2008)는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거나 학습자의 역량을 훨씬 상회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도움이 되지만, 학습자의 역량 내이거나 다른 

맥락으로의 확장을 요구하는 과제들은 지연된(delayed)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Kluger와 DeNisi(1996)는 1905년부터 1995년까지 출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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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관련 논문 중 제대로 된 연구가 적다고 비판한다(William, 2018). 

Kluger와 DeNisi(1996)가 리뷰한 3,000개의 연구 중 저자들이 판단한 

5개의 기준 1 에 부합하는 연구는 131개(5% 미만) 뿐이었다. 나아가 

저자들은 피드백의 효과가 피드백의 특성(글로 제시되었는가, 수행 직후 

제공되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등)보다 

‘수용자가(recipient)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의존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피드백을 ‘일방적(one-way)’인 

행위로 생각하여, 교수자를 비롯한 상급자가 어떤 형식의 피드백을 

주어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즉, “어떤 피드백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을 ‘평가자가 어떻게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피드백은 여느 학습 과정처럼 제공자(교수자)와 수용자(학습자) 

간의 소통 혹은 상호작용이다. 그러므로 피드백의 효과가 수용자의 

반응과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론은 타당해 

보인다(Kluger and DeNisi, 1996; Boud, 2013).  

연구자들에 따르면 수용자가 피드백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행동 혹은 목표의 변화(change behavior or goal), 목표 달성을 

포기하기(abandon goal), 그리고 피드백을 거부하기(ignore feedback) 

총 네 가지이다(Kluger & DeNisi, 1996). Boud(2013) 역시 피드백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소통이 어긋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피드백이 내용과 무관하다 판단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다. 둘째, 피드백이 익숙하지 않은 형식이거나 학습자 안에 

잘못된 선행지식이나 편견이 자리잡고 있으면 피드백의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의도대로 피드백을 해석하여도 자신의 

결과물과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피드백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종합하자면, 평가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질과 형식은 중요하지만 

 
1 다섯 개의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피드백이 아닌 다른 교육적 개입이 연구에 혼

합되어 있는가, 2) 통제 집단이 있는가, 3) 질적 연구가 아닌 양적 연구인가, 4) N수가 

10명 이하로 지나치게 적거나 연구자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지는 않았는가, 5) 효과크기

를 보고하였는가 혹은 표준편차 정보가 제공되어 계산이 가능한가(Willia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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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효과적인 피드백 과정의 한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피드백을 

고전적인 교실 장면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첨삭 정도로 바라보지 않고, 

학습자를 피드백의 또 다른 주체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학습자를 또 다른 피드백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학습자의 

특성이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Zumbrunn, 

Marrs & Mewborn, 2016; Stobart, 2018). 예를 들어, Stobart(2018)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숙련도를 고려하고 개인이 달성 가능한 행동 

지침들을 요구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숙련 수준 외에도 고려해야 

할 학습자 특성은 동기나 성격 등 여러 가지이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Hattie와 Timperley(2007)가 제시한 피드백 모형에 착안하여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모형에 의하면 피드백은 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 조절(self-regulation level) 자아 수준(Self-level)에도 영향을 

미친다(Hattie & Timperley, 2007).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위 수준들과 

관련된 수용자의 특성들이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Swann 등(1992)의 연구를 2  필두로 

사람들이 자기관점(self-view)에 부합하는 방향의 피드백을 수용한다는 

가설은 오래동안 반복 검증되었다. 자기검증이론(self-ver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적일지라도 한번 형성된 자기 관점을 

증명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Swann, 1983). 이에 Bernichon 

등(2003)은 일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과 보다 지엽적인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기관점(social self-view)을 세분화하여 두 특성이 

피드백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동일하게 높은 두 사람이라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관점에 따라 피드백에 대한 선호가 달라졌다. 

 
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격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작성한 평가자와 부정적

인 피드백을 작성한 평가자 간의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자기 관점이 긍정적인 참여자들

은 긍정적인 코멘트를 작성한 평가자를, 부정적인 학생들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작성한 

평가자를 선호하였다(Chang & Swan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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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점이 긍정적인 참여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참여자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추구(seeking)한 것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기 관점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선호하였다. Leary와 Terry(2013)은 사회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을 들어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피드백은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는 정도를 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아존중감 3  그 

자체를 추구하기 보다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피드백의 정확도와 관계없이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동기가 발생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서는 학습자의 특성 중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학습 장면에서의 피드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위의 특성들을 자기검증(self-

verifying)하는 방향으로 글에 대한 피드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지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맥락에서 피드백을 수용하고 반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학습자가 글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할 때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을 자기검증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 

수용이라는 단어는 주어진 피드백을 타당하게 여겨 내용에 수긍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앞서 소개한 Bernich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일반적 그리고 사회적 자아개념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3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관점, 그리고 자아개념(self-concept)을 같은 범주 안
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2장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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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반응이 4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학습 장면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특성이 인지능력에 관한 피드백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습자의 여러 특성 중 

학업적 자아개념(self-concept)과 글쓰기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에 주목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인 피드백 수용이 후속 글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피드백을 내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결과물에 적용 혹은 반영하여야 효과가 

커진다. 학습자는 먼저 주어진 피드백을 이해하고 수용한 뒤 내용들을  

반영하게 되므로, 후속 단계에서도 학습자의 특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글쓰기 과제에서의 대표적인 후속 수행은 퇴고이다. 따라서,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글의 수정률이 

달라지는지 검토하여, 피드백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제 3 절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예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학습자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다르게 수용할 것이다. Bernich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참여자들만, 사회적 자기관점과 같은 부호의 피드백 5 에 대해 

자기검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참여자들은 

사회적 자기관점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항상 추구하였다. 선행 

 
4 추가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수용과 반영 두 가지로 세분화

하여 검증하였다. 
5 자기관점이 긍정적인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선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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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학습 장면에서 반복 검증된다면,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기효능감 수준을 자기검증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자기효능감 수준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타당하다 생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피드백 반영 정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피드백이 타당하다고 느낄수록 

학습자는 글을 수정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첫번째 연구 가설에 따라,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기효능감 수준을 자기검증하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글의 

수정률이 높아지고, 낮은 학습자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반응하여 글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 4 절 연구 의의 
 
 

본 논문은 학습 장면에서 수용자의 특성이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실증적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피드백의 수용과 반영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 요인이 규명된다면 피드백 

과정을 더 정확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일한 

피드백에도 학습자마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피드백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었다면, 학습자가 가진 특성에 따라 

피드백을 개인화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학습자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드백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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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자아개념(self-concept)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Bong & Skaalvik, 2003)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Rosenberg(1979)는 자아개념을 “자신이라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생각과 감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Baumeister(1999)는 “개인의 특성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포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구체화하였다. 자아개념은 자기관점 

(self-view) 그리고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다른 개념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Swann, Chang-Schneider 그리고 

McClarty(2007)는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자기개념과 공통적인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아개념을 비롯한 자기에 대한 여러 

측정치(self-measures)들이 개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을 포괄적인지(global) 혹은 

지엽적인지(local)를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더 정확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 점수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예측하려면, 보다 

포괄적인 자아존중감이 아닌 수학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처럼 영역 

특정적인 자아개념 구인을 활용해야 한다(Swann et. al., 2007).  

Bandura(1986) 역시 총체적인 자아개념을 측정한다는 관점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넓은 의미의 자아개념이 강조될수록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예측 정확도가 감소하고, 자기 지각(self-

perception)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무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Bandura(1997)는 특정 과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해당 

과제의 성공 여부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지정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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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과정을 조직화(organize)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자신의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주어진 자원이나 해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화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andura, 2006). 따라서, 자아개념 수준이 

낮으면 자기효능감 역시 보통은 낮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Sampathiaro, 2016).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선택과 들이는 노력의 양, 얼마나 오래 

도전을 지속하는지, 그리고 과제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즉, 자기효능감 

혹은 자신감(confidence)은 수행, 노력, 그리고 인내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Pajares, 2003). 또한, 실제 과제 수행 능력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이 때문에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어진 과제와 직접적으로 대응되어야 하고, 가능한 

과제 수행 직후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과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

efficacy)을 주요 구인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믿음으로, 

일반적, 사회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영역에서의 자신에 대한 판단과는 

관련이 적다(Bong & Clark, 1999). 더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은 

성취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지식 수준을 일컫고(Byrne, 1984; 

Shavelson and Bolus, 1982; Wigfield and Karpathian, 199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수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이다(Schunk,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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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인을 측정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은 자기보고이다(Bong & 

Clark, 1999). 특히, 본 연구 대상인 대학생의 경우 나이가 어린 

학습자에 비해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의 측정은  “학교 과제가 쉽다”, “(특정 과목에서) 

나는 항상 잘 해왔다”와 같은 문항들에 1-5, 1-6, 혹은 1-7점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Bong & Clark, 1999). 본 연구에서 

사용한 Fleming과 Whalen(1990)의 PASCI(Personal and Academic 

Self-concept Inventory) 설문도 마찬가지이다. PASCI는 Fleming과 

Courtney’s(1984)의 Self-Rating Scales(SRS)를 확장한 설문으로 

Shavelson, Hubner 그리고 Stanton(1976)이 제시한 자아개념의 위계적 

다면 모형(Hierarchical and multifaceted model: HMFM) 내 요인들을 

측정한다. 초기 자아개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웠는데, Shavelson 등 (1976)이 

자아개념 구인의 여러 측면들을 위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론에 기반한 

척도 개발이 가능해졌다(Marsh & Shavelson, 1985). 위 기준에 따라 

PASCI 설문은 총 7개의 하위척도(subscale)로 학업적 자아개념을 

측정한다([표 1] 참조).  

높은 자기효능감은 글쓰기와 같이 인지적 요구가 높은 활동들에 

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다(Bruni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글쓰기이므로, 자기효능감의 맥락을 특정짓기 위해 글쓰기 

자기효능감(writing self-efficacy)에 주목하였다. 글쓰기 자기효능감, 즉 

개인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학습자의 성공적인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다(Pajares, 2003; Schunk & Zimmerman, 2007). 글쓰기 

자기효능감의 측정에서 연구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하위요인은         

1) 맞춤법 사용 능력, 2) 문장, 문단, 글 구성 능력, 3)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자기조절 능력, 4) 글쓰기 전략 활용 능력, 5) 글의 내용과 

관련한 사고력 등으로, 아직까지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김경미, 2020). 김경미(2020)가 개발한 글쓰기 동기 및 



 

  

- 11 - 

스키마 척도는 대학생 학습자의 글쓰기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어로 된 거의 유일한 검사 도구이다. 글쓰기 동기 척도의 하위 구성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미(2020)는 ‘Writing Self-

Regulatory Efficacy Scale(WSRE)’과 ‘Written Scheme of 

Invetigation(WSI)’의 중요 문항들을 번안하였고, 독자를 고려한 명료한 

글 혹은 설득력 있는 글 작성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그리고 고쳐쓰기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표 1] 학업적 자아개념 설문(PASCI)의 하위요인 
 

하위요인 예시 

자존감 (Self-Regard) 
“대부분의 경우(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사회적 수용 

(Social Acceptance)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자주 걱정하십니까?” 

수학적 능력 

(Math Ability) 

“자신을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적 능력 

(Verbal Ability)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지문이나 교과서를 읽고 

흡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체적 외모 

(Physical Appearance) 

“자신이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지기를 바라거나 자주 

상상하십니까?” 

신체적 능력 

(Physical Ability)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신체 활동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불안 

(Social Anxiety) 
“수줍음에 대해 얼마나 자주 고민하십니까?” 

 

 

 



 

  

- 12 - 

제 2 절 교육 장면에서의 피드백 모형 
 
 
 

1900년대 초반부터 피드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온 만큼 피드백 

과정을 모형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교육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모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Sadler(1989), Kluger & 

DeNisi(1996), Hattie와 Timperley(2007), Shute(2008), 그리고 

Wiliam(2013)이다. 이 중 Kluger와 DeNisi(1996)가 피드백을 

초점(“locus of attention”)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Hattie와 Timperley(2007) 피드백 모형의 

모태가 되었다(Stobart, 2018). Shute(2008)의 모형은 Hattie와 

Timperley(2007)의 모형을 기초로 피드백을 주는 시기(timing)에 대한 

통찰을 추가하였고, William(2013)은 피드백 모형의 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Stobart, 2018). 

[그림 1]은 Hattie와 Timperley(2007)가 교육 장면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모형이다. 먼저, 피드백의 

목적은 현재의 이해와 수행 수준에서 목표한 바까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이때,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학생과 교수자의 전략이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Hattie & Timperley, 2007). 그러므로 교수자 혹은 학생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효과적인 피드백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림 1]의 세번째 

상자의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Hattie & Timperley, 2007):      

1) 목표가 무엇인가(Where am I going), 2)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How am I going), 3)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수행해야 하는가(Where to next). 각 질문은 ‘피드업(Feed up)’, 

‘피드백(Feedback)’, 그리고 ‘피드포워드(Feedforward)’라는 개념으로도 

요약할 수 있다. 피드포워드 6 는 전통적인 피드백이 지나간 과거에 

 
6 피드포워드(Feedforward)는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미래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때 가장 많이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Hirs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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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Hirsch(2017)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인데, Hattie와 Timperley(2007)는 효과적인 피드백이 포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다.  

 

 

 

[그림 1] 교육 장면에서의 피드백 모형(Hattie & Timperley, 2007) 

 

 

각 질문의 요소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는 피드백이 작용하는 네 

가지 수준과도 관련이 깊다(Hattie & Timperley, 2007). 피드백은 각각 

과제 수준(Task level),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Process level), 자기 조절 혹은 메타인지 수준(Self-regulation 

level), 그리고 과제와는 무관한 자아 수준(Self-level)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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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수준은 [그림 1]의 하단에 평행으로 나열되어 있듯이 

위계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수준의 피드백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과제 수준의 피드백은 수행한 작업의 옳고(correct) 

그름(incorrect)을 다룬다(Hattie & Timperley, 2007). 연구자들이 

제시한 예시는 “베르사유의 조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라”와 

같이 학습자가 과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는 

피드백이다. 과정 수준의 피드백은 과제를 완수하기까지의 과정과 

정보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Hattie & Timperley, 2007). 예를 

들어, “독자들이 글에 적힌 단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를 활용하여라”와 같은 피드백이 포함될 수 있다. 

자기통제 수준(Self-regulation level)의 피드백은 학습자가 어떤 

정보 또는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제안해준다(Hattie & Timperley, 2007). 예를 들어, “이전 

수업시간에 배운 주장을 제기할 때 갖춰야 하는 형식을 자신의 글에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여라”와 같은 피드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너는 

참 성실하구나”처럼 과제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특질을 언급하는 

피드백이 자아 수준(Self-level)에 속한다(Hattie & Timperley, 2007). 

Kluger와 DeNisi(1996)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자아 수준의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고, 자기 통제와 과정 수준의 피드백이 

과제 완수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ttie & Timperley, 2007).  

네 개의 피드백 수준 중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조절과 자아 수준에 

주목하였다. Hattie와 Timperley(2007)도 설명하고 있듯이, 자기통제 

수준(Self-regulation level)의 피드백은 자기효능감,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학습자로서 개인이 가진 믿음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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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습 장면에서 피드백 반응과 관련된 연구들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Ekholm et al., 2015; Caffarella & Barnett, 2000; Rowe et al., 2014; 

Zumbrunn et. al., 2016). 학습자의 특성이 피드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결과물을 도출할 때 학습자가 교수자와 관계없이 항상 내적 

피드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Boud(2013)에 따르면 내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과제에 참여(task engagement)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현재 수행과 목표와의 차이를 내면적으로 되돌아보고(monitor) 

평가하면서 형성된다. 그리고, 교수자와 같은 제 3자가 주는 외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생성한 내적 피드백을 확증(confirm), 

보충(supplement), 또는 상충(conflict)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Boud, 

2013). 피드백은 학습자가 과제를 정확히 수행했다고(correctly) 

기대했으나 알고 보니 아닌 경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가 

상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Hattie & Timperley, 2007). Kulhavy와 

Stock(1989)는 위의 경우 학습자가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노력을 들여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드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확신 혹은 자신감이 높아도 피드백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Kulhavy & Stock, 1989). 결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낮은데 틀린 경우에도 피드백은 무시될 확률이 

높다(Hattie & Timperley, 2007). Kulhavy(1977)는 후자에 대해 

“자신감이 낮은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의 통합보다 기존의 지식을 잘 

연결하는 전략(associative strategies)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과제의 

정오답과 무관하게 피드백의 효과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다른 종류나 내용의 피드백 중에서도 긍•부정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습자의 노력과 성취를 좌절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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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Hattie & Timperley, 2007). 따라서 피드백을 줄 때 칭찬을 

포함하라는 조언이 자주 등장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은 Hattie와 

Timperley(2007)가 모형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Kluger와 

DeNisi(1998)에서 분석된 연구들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낮은 효과 크기를 보였고(d = 0.09), 칭찬이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우세하였다(d = 0.34). 그럼에도 학습자의 노력이나 

참여도, 자기 절제와 관련된 칭찬은 자기효능감을 신장시켜 다시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Hattie & Timperley, 2007). 뿐만 

아니라 효과와 관계없이, 학습자의 90%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성취한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칭찬받기를 원하였다(Sharp, 1985; Burnett, 

2002). 

그러나,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수용된 경우, 이후 실패에 대한 좌절을 완화시켜 학습자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Hattie & 

Timperley, 2007). 반대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후 과제나 피드백을 회피할 수도 있다(Hattie & 

Timperley, 2007). 이러한 불확증적 피드백(disconfirmatory 

feedback)은 특히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비판적인 피드백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Weaver 2006; Poulos and Mahony, 

2008). 학습자가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낮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제시되었을 때 무시될 가능성도 높다(Boud, 

2013).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불확증적 피드백에 훨씬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초기에 실패를 겪었더라도 이후 과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Swann, 

Pelham & Chidester, 1988).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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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증적 피드백으로 인해 이후 과제에서 저하된 동기 수준을 보이거나, 

낮은 수행을 노력이 아닌 능력 부족의 결과로 왜곡할 수 있다. 

이상 소개된 선행 연구들은 피드백이 여러 구인들과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과 이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구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Pitt & Notio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학습자의 피드백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18 -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참여자 
 
 
본 실험에는 서울시의 종합대학교 세 곳으로부터 재학 중인 학부생 

5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학교의 학생 커뮤니티 구인글을 

통해 모집되었다. 전공은 가장 많은 순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등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 

23명과 여자 33명, 그리고 응답 안함이 2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4세(SD = 3.07)로 범위는 만 19세부터 32세였다.  

실험 자극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된 예비연구의 참여인원은 위 

대학교 중 한 곳에서만 모집하였으며, 약 40명이 참여하였다. 모집 당시 

학년 제한은 두지 않았다. 

 

 

제 2 절 도구 
 
 

1) 글쓰기 과제와 피드백 목록 

 

본 연구에서 수행을 측정한 과제는 글쓰기였다. 본 실험에 앞서 

사용할 글쓰기 과제와 평가 제시문을 제작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연구 참여인원 중 12명은 네 명씩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 30분간 글을 작성하였다.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에게 

대중적이지 않고, 난이도가 적당한 과제문을 사용하기 위해 미국의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의 자유 

글쓰기(Issue Essay)7 주제 중 세 가지를 골라 번안하였다([표 2] 참조). 

 
7 GRE 시험에서도 하나의 자유 글쓰기 문제에 대해 30분간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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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길이가 A4 기준으로 반 페이지를 넘지 않거나 

지나치게 불성실한 응답들을 제외한 후, 세 개의 주제 각각에 대해 

피드백 평가 연습 단계에서 제시문으로 활용할 세 편씩의 글을 

확정하였다. 이때 지나치게 못 썼거나 잘 쓴 응답보다는 긍•부정 

피드백이 고루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글인지 확인하였다. 

 
 

[표 2] 예비연구에서 활용된 자유 글쓰기 주제 
 

주제 1. 

기술 진보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시오. 주장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주제 2. 

주장: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이유: 법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느끼는 바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위 주장과 뒷받침 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입장(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을 자세히 서술하시오. 

주제 3. 

개인의 사고 방식은 전체 사회보다 그들이 당면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위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시오. 주장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남은 예비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무선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배정하고, 

이에 대해 선정된 세 편의 글을 읽게 하였다. 참여자는 각 글마다 “글의 

통찰”과 “글의 흐름” 8  두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후 “자신이 준 점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각 글에 대해 잘 쓴 점 세가지와 개선해야 할 점 세가지를 완전한 

문장의 피드백으로 작성하시오.”라는 지시문에 맞추어 피드백을 

작성하였다.  

 
8 구체적으로 “글의 통찰” 기준에서는 작성된 내용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가를,  

“글의 흐름” 기준에서는 얼마나 잘 쓴 글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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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의 응답양식(내용 및 피드백의 다양성)을 토대로 본 실험의 

글쓰기 과제로 주제 3을 선정하였다([표 2] 참조). 주제 3의 주어진 

제시문들에 대해 8~9명의 참여자가 작성한 잘 쓴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토대로 본 실험에 활용할 피드백 목록을 작성하였다([부록 2-2] 

참조). 구체적인 피드백들을 보다 일반화하여 긍정 피드백 13개와 부정 

피드백 19개로 최종 목록을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서로 다른 피드백의 내용이나 형식이 혼입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작업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인 

피드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형화된 피드백은 생태학적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피드백이 과제와 관련성이 높고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기도 하다. 위의 비판점들을 고려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글과 피드백을 토대로 실험에서 

제공할 일반적인 피드백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2)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의 측정 

 

제 2장에서 소개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PASCI(Personal and 

Academic Self-concept Inventory) 설문을 사용해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 수준을 측정하였다(Fleming & 

Whalen, 1990). PASCI 설문은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표 1]의 7개 하위요인을 4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번안 시 위의 설문 특성을 고려해, 대학 맥락에 맞지 않는 몇몇 

단어들은 연구 대상에 맞게 변환하였다. 미국 내 고등학생과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검토한 결과, 전체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9에서 .91 사이로 대체로 양호한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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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Fleming & Whalen, 1990).  

Swann, Chang-Schneider 그리고 McClarty(2007)의 제언에 따라 

설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 맥락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수학적 

능력’, ‘신체적 외모’, 그리고 ‘신체적 능력’ 요인들은 제외하였다. 그 외 

‘자존감’, ‘사회적 수용’, ‘언어적 능력’, ‘사회적 불안’ 총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재구성된 설문 문항은 총 26개이며, 모든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수집되었다([부록 1-1] 참조).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은 김경미(2020)의 글쓰기 동기 및 스키마 

척도 중 해당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응답 

형식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선택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것 같다(2점)”, “약간 

그렇다(3점)”, “상당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였다. 

 

3)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글의 수정률 

 

피드백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받은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실험 단계에 맞추어 참여자들이 “주어진 

피드백이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6점 리커트 척도로 피드백을 

평가하게 하였다. 선택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0점)”, “거의 타당하지 

않다(1점)”, “타당하지 않은 편이다(2점)”, “타당한 편이다(3점)”, “상당히 

타당하다(4점)”, “매우 타당하다(5점)”로 주어졌다. 

글의 수정률은 피드백에 대한 후속 반응으로, 피드백에 의한 행동 

변화를 드러내준다. 본 연구에서는 Patchan과 Schunn(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글의 수정률(Revision rate)을 피드백 반영 수준 

(Implementation)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글의 수정률은 웹기반 과제     

플랫폼인 클래스프렙(Classprep)을 활용해 계산하였다. 클래스프렙에서 

학생들은 읽은 자료에 대해 글을 작성하고, 자신을 제외한 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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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글을 읽고 평가한 뒤, 퇴고하여 수정글을 제출한다(Park, 

2016).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클래스프렙에서는 글의 수정률을 점수화한 

값인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다. 시스템에서는 먼저 초고와 수정글의 

문장들을 벡터화(Vectorization)9한 후, 비교를 통해 각 글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문장을 삭제 혹은 추가된 문장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문장들의 

길이(글자수)를 합산한 값이 과제에서 허용된 최대 글자수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해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 비율이 20%를 넘으면 

유사도 점수는 최고점인 100점이 주어진다. 이 외의 경우, 선형적으로 

점수가 감소하며 입력된 공식10에 따라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글쓰기 과제의 글자수 제한은 2,500자였다. 

수합된 글 데이터는 모두 클래스프렙 11  시스템 상에 입력된 다음, 

앞에서 설명된 방식을 위의 자수 기준으로 유사도 점수, 또는 수정률을 

계산하였다. 

 

 

 

 

 

 
9 벡터화(Vectorization)란 단어 혹은 문장을 그 의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차원 벡터 공

간에 나타내는 방법이다. ‘의미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는 단어와 문장 간 유사성과 차이

점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클래스프렙에서 사용하는 벡터화 도구

(tool)은 FastTextVectorizer이다. BertVectorizer과 함께 미리 한국어가 학습된 모델로 

한글로 작성된 글에 대해 벡터화가 가능하고, 성능이 가장 안정적이다.  

FastTextVectorizer은 초고와 수정글의 문장들을 벡터화한 후에, 초고의 각 문장마다 

코사인 유사도(cosine distance)가 가장 작은 문장을 수정글 안에서 선정한다. 수정글에

서 찾은 가장 가까운 문장과의 거리가 0.15보다 클 경우, 해당 문장은 초고만의 고유한 

문장으로 취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문장은 초고와 수정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으로 분류된다. 
10 (유사도 점수) = (배점) * (추정된 변화량의 글자수) / (글자수 제한 * 0.2) 
11 영문글의 경우 두 편의 텍스트를 비교해 이에 대한 수정률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

로그램이 여럿 존재한다(Turnitin, Grammarly, Copyleaks 등). 한글로 작성된 글도 표절 

검사 시스템인 턴잇인(Turnitin)은 사용할 수 있지만, 비교하고자 하는 초안과 수정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업로드 된 전체 글 모음과의 유사도를 계산하므로 본 연구와는 적절

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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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절차 
 
 

모든 절차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인 퀄트릭스(Qualtrics)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2회기 동안 약 90분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참여비가 지급되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온라인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들의 

참여 시간과 기간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에 앞서 1회기와 2회기의 참여 

희망 일시를 작성하게 하였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로 시간을 제한하였으며, 2회기는 1회기 완료 후 하루 뒤부터 

6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권장하였다. 보편적으로 글을 읽고 피드백을 

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눈가림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피드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 1회기 실험 

 

참여자들은 나이, 성별, 전공을 묻는 간단한 기초 설문에 응답한 후, 

학업적 자아개념 설문(PASCI) 26문항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설문 

8문항을 약 10분간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연습시행으로 약 15분간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주어진 피드백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미리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글 세 

개를 읽고, 함께 제시된 긍・부정 피드백 8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시문들은 실제 참여자가 작성할 글쓰기 주제와는 다른 과제 

였지만([표 2]의 주제 1. 참조), 주어진 피드백은 본 실험에서 사용될 

피드백 목록([부록 2-2] 참조)에서 선정하였다. 앞 절에서 소개한 6점 

리커트 척도로 타당한 정도를 응답하였으며, 각 피드백에 대해 점수 

차이가 미미한 경우를 대비해 “8가지 피드백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를 드래그 앤드 드롭(drag and drop)으로 옮겨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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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라는 지시문을 추가하였다.  

1회기를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은 30분 동안 주어진 주제([표 2]의 

주제 3. 참조)에 대해 한 편의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 글을 

작성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퀄트릭스에서 남은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한 시간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2) 2회기 실험 

 

2회기 실험에서는 1회기에서 작성한 글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드백은 예비연구를 통해 작성한 목록([부록 2-2] 

참조) 중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참여자의 글에 적합한 네 가지 내용을 

선정해 제공하였다. 이때, 무선적으로 긍•부정 피드백의 개수를 

달리하는 처치(treatment)를 가하였는데, 긍정 피드백 조건은 긍정 

피드백 3개와 부정 피드백 1개를 부정 피드백 조건은 반대의 개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글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의 개수를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피드백이 과반 수 이상인 긍정 피드백 조건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글의 

수준이 높다고 느끼도록 점화되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과반 수 

이상인 부정 피드백 조건은 현재 수행 수준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도록 하였다.  

할당된 조건에 따라 참여자들은 기재한 2회기 희망 시간 전까지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이때 조건에 따라 

부호가 다른 1개의 피드백은 배치를 매번 다르게 하여 순서 효과를 

예방하였다. 참여자는 1회기 연습시행 때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주어진 

네 개의 피드백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번에 평가를 진행할 때는 

별도로 드래그 앤드 드롭 지시문은 주지 않고, 각각의 피드백에 대해 

해당 점수를 준 이유를 간략히 적게 하였다. 위 절차는 참여자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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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피드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완료한 참여자들은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퇴고를 작성하였다. 1회기의 글쓰기 시행과 동일하게 통제를 위해 잔여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가 설정되었고, 피드백을 평가하고 수정글을 

제출하는데 총 30분이 주어졌다. 참여자가 전체 글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1회기 때 작성한 초고를 메일에 

함께 첨부하였다.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피드백 평가 점수와 글의 수정률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1회기에 진행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설문 응답을 

토대로 참여자들을 네 개 집단으로12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 

자기효능감을 학업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 

설문 응답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두 요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높고 낮은 

수준을 지정하였다. 따라서, 중앙값을 기준으로 네 개 집단을 

나누었어도 최종 할당된 집단별 참여자 수는 불균형 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 평가 단계에서 배정된 긍•부정 피드백 

조건까지 고려하면 총 8개의 집단이여야 하나, 참여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학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13  

 
12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을 분류한 네 개의 집단은 다음과 같다: 1) 자아개념과 자기효

능감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2) 자아개념 수준은 높지만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 

3) 자아개념 수준이 낮지만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 4)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

준이 모두 낮은 집단. 
13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모두 낮거나 높은 집단의 경우, 23명씩 충분한 N수가 

모집되었다. 그러나,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이거나 높은 자아개념

과 낮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각각 7명과 5명이었다. 이 안에서 긍•부

정 피드백 조건을 최대한 균등하게 나누어도 조건별로 2~3명 밖에 할당이 되지 않아, 

가설검정을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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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량 계산을 비롯한 모든 통계 분석은 R 프로그램(버전 

4.0.2)과 ‘psych’ 그리고 ‘car’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으로 

두 학습자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각각의 종속변인들에 대한 네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때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 평가 점수와 글 수정률 변인은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Kruskal-Wallis 검정 결과를 확인한 

뒤 Dunn’s test(Dunn, 1964)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에 추가로 

사용된 패키지는 ‘stats’와 ‘dunn.test’이다. 기본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종속 측정치들에 대해서는 이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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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 
 
 

학업적 자아개념 설문(PASCI) 응답의 중앙값은 65.5점으로      

(M = 70.05, SD = 32.53), 최소값 22점부터 최댓값 134점까지 

분포하였다([그림 2] 참조). [부록 1]의 설문지에 *표시된 문항들은 

역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 7번과 

22번은 구체적으로 글쓰기 과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SCI 설문을 통해 일반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글을 쓰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항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평가되는 글쓰기 자기효능감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문항을 제외한 번안된 척도의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는 .9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응답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에 30명이, 높은 집단에 

28명이 배정되었다. 

글쓰기 자기효능감 설문 응답의 중앙값은 28점이었다(M = 26.84, 

SD = 8.95). 응답 범위는 7점부터 42점까지였다([그림 2] 참조). 

중앙값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28명이, 높은 집단에 

나머지 30명이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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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업적 자아개념(왼) 및 글쓰기 자기효능감 설문(오)의 응답 분포 

 

선행 논문에서 두 개념의 연관성은 이론적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에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r(56) = .62, p < 0.001).  

 

 

 

 

 

 

 

 

 

 

 

 

 

[그림 3].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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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타인의 글에 대한 피드백 평가 
 
 
 

타인의 글에 대한 피드백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된 세 개 글과 

피드백에 대해 참여자들이 평가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각 글마다 

참여자들이 평가한 4개의 부정 피드백 그리고 4개의 긍정 피드백의 

타당성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8개의 피드백 중 

드래그 앤드 드롭으로 선택한 상위 4개의 피드백은 긍•부정 내용에 

따라 +1 혹은 -1로 변환한 후 값을 합산하였다. 즉, 긍정 피드백 2개와 

부정 피드백 2개를 선정하였으면 +1의 값이 2개, -1의 값이 2개이므로 

총 합은 0이 된다. 위 값은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음을 의미한다. 4개를 모두 고르지 않았거나, 4개 이상을 

선택한 소수의 참여자들도 명확한 선호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0으로 코딩하였다. 
 

 
 

[표 3] 타인의 글에 대한 긍•부정 피드백의 집단별 평가 점수 
 

집단 분류 
긍정 피드백(P) 부정 피드백(N) 

Mean    SD Mean     SD 

높은 자아개념 – 높은 자기효능감(HH) 3.91     0.69 3.91     0.53 

높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HL) 3.82     0.14 3.62     0.56 

낮은 자아개념 – 높은 자기효능감(LH) 4.11     0.25 3.84     0.39 

낮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LL) 3.78     0.40 3.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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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타인의 글에 대한 긍•부정 피드백의 집단별 평가 점수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타인의 글을 평가할 때 집단별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의 타당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으로 평가한 피드백의 

타당성도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타인의 글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1 - 

제 3절.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 평가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제 2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평가한 긍•부정 피드백의 타당성 점수를 평균내어  

집단별로 비교하였다([표 5] 참조). 긍•부정 피드백 개수가 동일하게 

주어졌던 이전 절차와는 다르게, 참여자들은 조건에 따라 자신의 글에 

대해 서로 다른 개수의 긍•부정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뒤, 비율을 

고려하여 P(긍정적인 피드백) 조건과 N(부정적인 피드백) 조건으로 총 

29명씩 할당하였다. 조건별로 주어진 긍•부정 피드백의 개수가 달랐기 

때문에, P조건 참여자들의 경우 긍정 피드백에 대한 최종 평가 점수로 

세 개의 긍정 피드백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였고, 부정 피드백 평가 

점수는 한 개의 부정 피드백에 대한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N조건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긍•부정 피드백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하였다. 

 
 

 [표 4] 자신의 글에 대한 긍•부정 피드백의 집단별 평가 점수 

집단 분류 
긍정 피드백(P) 부정 피드백(N) 

Mean    SD Mean     SD 

높은 자아개념 – 높은 자기효능감(HH) 4.63     0.92 4.55     1.04 

높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HL) 4.40     0.55 4.60     0.55 

낮은 자아개념 – 높은 자기효능감(LH) 3.81     0.69 3.24     0.53 

낮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LL) 3.33     0.95 4.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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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신의 글에 대한 긍•부정 피드백의 집단별 평가 점수 

 

 

Kruskal-Wallis 검정 결과,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 조건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긍정 피드백의 타당성을 다르게 

평가하였다( 𝜒	(#,			%&'()*  = 18.30, p < 0.001). Dunn’s test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낮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 집단(LL)의 

평가 점수가(M = 3.33) 자기효능감 수준은 동일하지만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집단(HL)과(M = 4.40) 두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HH)의(M = 4.63)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각각 z  = -2.19, p = 0.03; z = -4.09,     

p < 0.001).  

다음으로, 부정 피드백에 대한 타당성 점수도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𝜒	(#,			%&'()*  = 9.62,     

p =0.02). 자아개념 수준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낮은 집단(LL)(M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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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 점수가 자기효능감 수준은 높은 집단(LH)(M = 3.2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z = 2.15, p = 0.03). 위 LH집단의 평가           

점수(M = 3.24)는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높은 집단(HH)(M = 

4.55)과 두 구인에 대해 정반대 수준을 보인 집단(HL)(M = 4.60)의 

응답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z  = -2.95, p < 0.01; z = -2.38,   

p = 0.02). 
 

 

[그림 6].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자신의 글에 대한 긍(왼)•부정(오) 피드백 점수 

 

 

추가로,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과 긍•부정 

피드백 조건 간에도 유의한 교호작용이 발견되었다. 특히 긍정 피드백 

평가에서의 상호작용은 [그림 7]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반대인 집단들 간의 점수 추이가 뒤바뀐 양상을 

보였다(𝜒	(+,			%&'()*  = 20.72, p < 0.01). 부정 피드백 평가에서는 [그림 

7]의 오른쪽에 그려진 상호작용 형태를 보였다(𝜒	(+,			%&'()*  = 13.86, p = 

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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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신의 글에 대한 긍(왼)•부정(오) 피드백 평가에서  

참여자 집단과 피드백 조건 간의 상호작용 

 

 

위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이 피드백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기존 가설에서는 높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가진 집단이 자기효능감 수준을 자기검증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수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타당하게 평가할 것이라 가정한 낮은 자아개념 집단에서 

오히려 피드백에 대한 자기검증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높은 자아개념 

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긍•부정 피드백 중 어느 한쪽의 

타당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거나 낮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 중에서 자기효능감 수준도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유의한 수준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Bernichon 등(2003)의 선행 연구와 달리, 낮은 자아개념 집단이 

피드백에 대해 자기검증하는 경향을 보인 이유는 자기효능감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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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불확증적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일 수 있다. 제 

2장의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불확증적 피드백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불확증적 

피드백은 실제로 타당한 내용이나,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 

갖는 기대나 확신과 어긋나는 피드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한 피드백도 모두 자신의 글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내용들이었다.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은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의 학업적 역량과 글쓰기 수행에 대한 믿음과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부정적인(불확증적) 

피드백은 개선점으로 받아들여 더 잘 수용하려 했을 것이다. 즉, 내용이 

실제로 타당한지를 기준으로 피드백을 평가하고 수용하였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습자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배척하는 

자기검증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신의 

학업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불확증적 피드백이 된다. 위 

정의를 토대로 왜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긍정 피드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지 유추해볼 수 있다.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작성한 글이 부족하다고 믿는 가운데 

주어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느꼈을 것이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거꾸로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학습자(LL)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는 타당한 내용이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LH)의 경우 글쓰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정적인 피드백과 상충할 수 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내용이 

자기효능감 수준과 불확증적인 LH집단은 그렇지 않은 LL집단에 비해 

부정 피드백에 대한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LH집단과 동일한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이면서 자아개념 수준도 높은 집단(HH)은 부정 

피드백의 타당성을 더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즉, LH와 HH집단 모두 

부정 피드백의 내용이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과 상충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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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이 높은 학습자들은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종합하자면, 낮은 자아개념 수준을 가진 학습자들이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부정 피드백을 자기검증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LL)은 부정 

피드백이 자신의 글쓰기 수행에 대한 낮은 믿음과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LH)은 불확증적인 내용을 

잘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간의 평가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4절. 글의 수정률 
 
 
 
클래스프렙 플랫폼을 활용해 점수화한 글 수정률의 분포는(M = 

68.79, SD = 33.90) [그림 8]과 같다. 총 29명의 참여자들이(전체 

참여자의 약 40%) 최고점인 100점을 받아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값은 79점이었고, 범위는 0점부터 100점까지였다.  

 

 

 

 

 

 

 

 

 

 

 

 

[그림 8]. 글의 수정률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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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수를 표준화(centering)한 후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 수정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참조). 글의 

수정률과 긍•부정 피드백 조건 간의 교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9] 참조). 즉, 긍•부정 피드백 중 특정 하나를 더 많이 

제공받은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수정률이 높지 않았다. 

 

 

[표 5] 집단별 글의 수정률 점수 

 

 

 

 

 

 

 

 

 

 

 

 

 

 

 

 

 

[그림 9]. 학습자의 특성과 피드백 조건에 따른 글의 수정률 점수 

 

집단 분류  Mean     SD 

높은 자아개념 – 높은 자기효능감(HH)   68.1      40.2 

높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HL)   86.9      18.2 

낮은 자아개념 – 높은 자기효능감(LH)   78.9      29.8 

낮은 자아개념 – 낮은 자기효능감(LL)   62.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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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이 피드백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피드백의 평가에 이어 글의 수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집단별 수정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위 결과는 수정률 계산 방식에 인한 한계로도 해석할 수 있다. 

클래스프렙 플랫폼에서는 삭제되거나 추가된 문장의 길이가 주어진 

과제의 최대 글자수의 20%에 해당하면 최고점인 100점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00점을 맞은 참여자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40%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로 인해 집단별 수정률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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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학습 장면에서 피드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학습자가 자기검증적인 방향으로 글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는지 살펴보고, 두 요인이 글 수정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실험에 활용할 글과 피드백 제시문을 

작성하였다. 본 실험은 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1회기에서는 학습자의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고 타인의 글에 대한 피드백 

반응을 수집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시된 2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을 긍•부정 조건으로 나누고, 1회기 때 작성한 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 다음 해당 피드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1회기에서 작성한 글을 수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피드백을 수용할 때 부분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자기검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낮은 집단이 높은 자아개념 수준을 보인 두 집단에 비해 긍정 

피드백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부정 피드백의 경우,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두 집단 안에서는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었지만, 낮은 

참여자들 간에는 자기효능감 수준도 함께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유의하게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드백에 대한 상이한 반응은 이후 글 수정 행위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즉, 각 집단의 글의 수정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글에 대한 피드백에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자아개념과 글쓰기 자기효능감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이 

피드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에 대한 긍•부정 피드백을 두 구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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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였다. 즉, 칭찬과 같이 특정한 내용 또는 형식의 피드백이 모든 

학습자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장면에서 

일률적으로 피드백으로 제공하기 보다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특성과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탐색하였다.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의 작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이후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연구가 진행되는 수업 환경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학습자가 피드백을 반영해 글을 수정하는 과정까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피드백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추후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은지 자기보고식 설문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측정 도구의 한계 등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학습자의 

특성과 피드백 반응이 후속 글 수정 행위를 예측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참여 인원이 충분치 않아 더 엄밀한 집단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절차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업적 자아개념, 

글쓰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피드백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총 8개의 

집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눌 때 중앙값을 활용하더라도 연구자가 임의로 참여자들을 

균등하게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설 검증이 가능할 정도의 

명수가 모이려면 지금 인원의 두 배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Bernichon 

등(2003)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관점 측정값의 상•하위 30%에 

해당하는 참여자들만 50명씩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의 데이터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일반적인 피드백(general feedback)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인 피드백은 개개인에게 맞춘 지침이 아니라 여러 

다른 학습자에게도 해당되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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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피드백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수록 효과적인 피드백으로 알려져 

있다(Stobart, 2018). 본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 상 참여자들에게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지만, 예비연구를 토대로 목록을 구성하였고 

참여자가 작성한 글에 최대한 부합하는 피드백만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피드백의 내용이 혼입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실험 설계가 가능하다면, 교육 장면에서 실제로 

주고받는 피드백의 형태에 더 가깝게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글의 수정률이라는 하나의 지표와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글 

수정 행위의 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프렙 플랫폼의 계산 

방식을 활용해 글의 수정률을 점수화하였는데, 이때 최고점의 단어 

수정률 기준은 20%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글의 수정률을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보는 경우, 최고점의 수정률 기준을 20%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정률과 퇴고의 질이 항상 비례하지 않으므로, 초고에서 퇴고까지 

원고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추적하여 글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의 피드백에 대한 효과만 다루고 있다. Kluger와 

DeNisi(1996)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피드백의 효과는 개입 직후 

한번만 측정되었다. 그런데, 피드백의 효과를 여러 후속 과제에서 

측정한 연구들과 한번만 측정한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였다(Kluger & 

DeNisi, 1996). 피드백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면, 피드백의 교육적 

중요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글쓰기 과제를 여러 번 

실시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피드백 반응과 글 수정 행위가 

안정적인지 살펴보고, 피드백의 장기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는 피드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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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업적 자아개념 및 글쓰기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 
 

 

1-1. PASCI 설문 문항(번안) 

 
안내: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에 관한 각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빈칸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 영업 사원에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만약 영업 사원에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한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칸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험을 

맞닥뜨렸을 때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장 오른쪽 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두 극단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장 자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기해주십시오.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소요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 생각나는 반응이 가장 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오래 

심사숙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자신을 종종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2*.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성공 또는 실패한 사람으로 여길지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3*. 수줍음에 대해 얼마나 자주 고민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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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 또래에 비해 자신의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5.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6.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지문이나 교과서를 읽고 흡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7. 학교 과제로 글을 작성할 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8*. 몇몇 사람이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만큼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전혀 걱정되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걱정됨 

 

9. 대부분의 경우(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0*.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의심하곤 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1. 자신을 대부분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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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신을 대부분의 수업에서 시험과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3*.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자주 

걱정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4.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주로 편안하다고 느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5.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비판거리들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되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걱정됨 

 

 

16*.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편안하다고 

느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7*. 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주 걱정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18*.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얼만큼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되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걱정됨 

 

19*. 무리에서 적당한 대화 주제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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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20.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자주 긴장하거나 자의식을 느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21*. 수업에서 글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22*.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글에 담아 내야할 때, 좋은 수행을 보였다고 

얼만큼 확신하십니까? 

 

전혀 확신/자신이 없다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확신/자신있다 

 

23*. 스스로 강한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24*. 학교에서의 수행이 수준 이하/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자주 

걱정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음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자주 

 

25. 표준화된 시험의 언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전혀 확신/자신이 없다 _1_ _2_ _3_ _4_ _5_ _6_ _7_ 매우 확신/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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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글쓰기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 

 
se1. 나는 글을 쓸 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들을 잘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 

se2. 나는 나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줄 사례를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다. 

se3. 나는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을 쓸 수 있다. 

se4. 나는 글을 쓸 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많이 

들 수 있다. 

se5. 나는 독자가 내 글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의 도입부에 

간략한 소개문을 잘 작성할 수 있다. 

se6. 나는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어휘나 표현을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다. 

se7. 나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잘 풀어 쓸 수 있다. 

se8. 나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첫 단락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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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피드백 평가 제시문 및 피드백 목록 
 

 

2-1. 피드백 평가 제시문 

 

<제시문 1> 

 

기술 진보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술 진보의 목표가 인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요 

목표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술 진보의 주요 목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술 진보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기술 진보의 예시로 교통수단의 발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몇 달에 걸쳐 왕래하던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를 이제는 기차로 2 시간 30 분, 

비행기로 30 분 정도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빠른 운송수단의 발전이 인간이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편리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물자를 빠르게 배송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보다 쉽게 여행을 가거나, 빨라진 이동 속도로 

인해 여가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은 기술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생긴 

부차적인 결과나, 본래 목표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이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즉 

교통수단의 진보는 여가 시간 증가가 아닌 과업 수행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 기술 발달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큰 주의를 기울인다.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법, 의료 기구나 시설 등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이며, 

상담 등의 발달도 인간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의료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여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인간이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 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의료 

기술의 발달이 주요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뒤따르는 결과에 해당한다. 즉 의료 기술의 

진보에 있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주요 목표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도입이 인간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인간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목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파고와 같은 번역 기능이 제작되는 이유는 

인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즉 이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주요 목표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번역 기능을 누림으로써 많은 여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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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다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의 기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다른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동시에 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 역시 여가 시간 증진보다는 

과업 수행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진보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가 시간의 증진은 기술이 발전하며 차후에 얻은 2 차적인 

목표이거나, 주요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얻은 부차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1>에 대해 주어진 피드백 

 
(ㄱ) 각 주장마다 적절한 예시를 사용하였다. 

(ㄴ) 깊이 있는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ㄷ) 글의 구성이 알아보기 쉬워 가독성이 높다. 

(ㄹ) 예시들이 주요 근거로 쓰이기에는 부족해보인다. 

(ㅁ)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다. 

(ㅂ) 글 전반에 대해 여러 재반박이 가능하다. 

(ㅅ) 주장과 근거가 일관성 있게 잘 연결되어 있다. 

(ㅇ) 논리 전개에서 몇몇 문장의 흐름이 어색하다. 

 

 

 

<제시문 2> 
 

기술 진보의 주요 특징은, 그 진보의 핵심이 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없이는, 

기술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그저 받아들이고 적응할 뿐, 기술에 색다른 무언가를 불어넣지는 

못한다. 처음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현재의 스마트폰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다. 처음 

‘기계’라는 개념이 탄생했을 때,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 등의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술의 혁신을 만드는 것은 수용자의 요구가 

아니다. 개발자의 문제의식/혹은 호기심이 그 시작이자 끝이며, 그것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는 기술 진보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결국 

목표로서 작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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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문화 지체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 뿌리를 둔다. 새로운 스마트폰, 코딩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 할 

일을 하도록, 혹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이에 적응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는 지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일부 기술은 ‘옛날 것’으로 

도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태된 기술에 익숙한 사람, 혹은 애착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진보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술은 권위적이며, 사람들의 

복종을 강제적으로 원한다. 편리함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전부 사용활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모든 포커스가 기술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간다는 점도 문제다. 진보된 기술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의 

진보를 바라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여야만 한다. 

요새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대부분 주문이 키오스크로 이루어진다. 나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요새의 문제점은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롯데리아나 버거킹 같은 

것을 먹으러 가면 주문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줄 모른다’. 한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키오스크는 적은 인력으로, 

시간의 낭비 없이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술 진보의 특징으로는 갑작스러움을 들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갑작스러움은 기술 진보를 이끌거나 이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기술 진보를 단지 수용하기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갑자기 

등장한 키오스크는 효율성이 아닌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아마 그들이 키오스크에 

익숙해 질 때쯤에는 또 다른 기술이 나오고,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효율성에 대해 논지를 밝히면서, 효율성이 아닌 기술 진보의 강제성을 이야기한 

이유는, 기술 진보의 결과가 효율성일지는 몰라도, 절대 진보의 과정 속에서 효율성이 

목표로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효율성을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아닌, 일부 개인의 효율성으로만 보면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다. 기술 진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특정 분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술의 진보가 효율성을 불러왔을 것이고, 그들은 남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진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 진보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난관이 

생긴 것이며, 이는 곧 업무의 효율성이 아닌, 업무의 비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점이 

단기간에만 지속되며, 적응기간 이후에는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특히 오늘날의 경우에는 기술의 진보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술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면 또 다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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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맞닥뜨려야 하고, 이러한 강제적인 적응과정이 생기는 이유는 단지 ‘일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일부 사람들’에게마저 기술 진보의 목표가 효율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술 진보가 무목적의 상태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맨 처음 

무선통신이 성공햇을 때, 그것이 오늘날의 위성 방송, 전화 등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기술 진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술 진보를 이끄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목표로 두기 보다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을 것이며, 이곳에서도 효율성은 단순한 결과로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술 진보는 그것이 가진 강제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만약 효율성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목표로서가 아닌 결과로서 작용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제시문 2>에 대해 주어진 피드백 

 
(ㄱ) 몇몇 내용은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ㄴ) 글의 흐름이 끊김없이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ㄷ)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ㄹ) 각 주장마다 적절한 예시를 사용하였다. 

(ㅁ) 글 전반에 대해 여러 재반박이 가능하다. 

(ㅂ) 글쓴이의 주장이 참신하다. 

(ㅅ) 글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ㅇ) 글 전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반박을 충분히 다뤄주고 있다. 

 

 

 

<제시문 3> 

 

기술 진보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기술 발전의 주요 목표는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여가시간을 누릴 수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일을 빨리 

끝내고 여가 시간을 가질 생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고, 그것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허나, 기술발전이 단순 개인의 스킬(노하우)를 넘어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더 이상 기술 진보는 여가 시간과 관련되지 않는다. 



 

  

- 57 - 

이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 과거에 ‘밤’이라는 시간은 일을 

쉬어야만 하는 시간이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 했기 

때문일 것이다. 허나, 현대에는 밤 = 휴식 시간 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졌다. 전구의 

발전으로 밤은 더 이상 어두운 시간이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시간마저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었으나 이것이 

여가시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바라 볼 수 있다. 인간이 이동생활을 멈추고 

정착할 시점, 즉, 식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농사’라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잉여 식량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사유재산이 생겨났다. 가진 자는 풍족함의 느낌을 

알기에 더 가지고자 하였고, 가지지 못한 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더더욱 가지고자 하였다. 

결국 전쟁이 발생하고,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서울대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꼴등이라도 좋다던 내가 학점을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도, 

평생을 먹고 살 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더 많은 부를 

원하는 부자들도 같은 이유이다. 자신이 가진것에 만족하는 것이 쉬웠다면, ‘안분지족’ 

같은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효율성이 늘어나게 되면 효율성이 낮을 때보다 

가지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우리는 밥 굶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핸드폰, 노트북 등 첨단기기까지 갖추게 되었다. 

허나, 우리는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 

전체가 아닌 개개인이 효율성을 꾀한다면 그것은 여가시간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일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증가는 적은 노동시간을 통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개개인의 여가시간과 직결되었다. 허나,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과거의 나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한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은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하고자 과거에 비해 시간이 남더라도 그 

잉여 시간을 다시 일에 투자하게 된다. 결국에는, 기술진보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한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나 이것이 잉여시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행복이 가진것에서 오지 않기때문이다. 당장의 세계 

행복지수만 보더라도, 부유한 국가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며 빈곤한 국가라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 진보의 시작은 개개인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자 시작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전체 기술진보가 적용되었을 경우, 기술 

진보의 주요 목표는 더 많은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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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3>에 대해 주어진 피드백 

 
(ㄱ) 적절한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ㄴ)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ㄷ) 글쓴이의 주장이 참신하다. 

(ㄹ) 글 전반에 대해 여러 재반박이 가능하다. 

(ㅁ)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다. 

(ㅂ) 논리 전개에서 몇몇 문장의 흐름이 어색하다. 

(ㅅ) 주장에 대해 근거가 다양하고 통일성 있다. 

(ㅇ) 예시들이 주요 근거로 쓰이기에는 부족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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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드백 목록 

 

Ø 긍정 피드백 목록 

- 각 주장마다 적절한/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였다. 

- 글의 구성이 알아보기 쉬워 가독성이 높다. 

-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다. 

- 주장과 근거가 일관성 있게 잘 연결되어 있다. 

- 명료한 글의 흐름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 글쓴이의 주장이 참신하다. 

- 글 전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반박을 충분히 다뤄주고 있다.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다. 

-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다양하고 통일성 있다. 

- 주어진 과제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 (논의의) 맥락을 정의하여 글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 주제를 다른 맥락으로도 확장하여 새로웠다. 

- 몇몇 내용들이 통찰력 있게 다가왔다. 

 

Ø 부정 피드백 목록 

- 깊이 있는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 예시들이 주요 근거로 쓰이기에는 부족해보인다. 

- 글 전반에 대해 여러 재반박이 가능하다. 

- 논리 전개에서 몇몇 문장의 흐름이 어색하다. 

- 몇몇 내용은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글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 몇몇 부분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 주장의 특정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 다른 적절한 예시들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매우) 유사하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 특정 근거들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한다. 

- 몇몇 근거들의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있지 않다. 

-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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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 근거들이 충분히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 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 주장이 좁은/넓은 범위에서 전개되어 아쉬웠다. 

- 근거가 다양하지 못해 글이 지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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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Academic Self-Concept and 

Writing Self-Efficacy in Uptake of 

Feedback on Writing 

 

Ji Wo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learner characteristics affect feedback in 

learning environments.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social contexts 

(Bernichon et al., 2003) suggest academic self-concept and writing 

self-efficacy as key variables that can affect responses to feedback. 

A two-part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learners seek 

self-verifying feedback in writing tasks, and if such responses predict 

follow-up behavior.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experiment, 58 undergraduates 

responded to two surveys measuring academic self-concept and 

writing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then completed a 30-minute 

writing task on which they were provided with both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A list of general feedback was written based on a 

pilot study conducted before the main experiment. In the secon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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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udy, students were told to evaluate the feedbacks they 

received on a 6-point Likert scale and revise their piece of writing.  

Results of the Analysis of Varia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divided by the levels of two measured 

learning characteristics, in their validity scores of feedbacks received. 

The group with low academic self-concept and writing self-efficacy 

evaluated positive feedback as less valid compared to groups that had 

higher self-concept. On the other hand, the same group of students 

scored negative feedback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shown 

low self-concept but high self-efficacy levels. The latter result 

especially hints at how learners self-verify their level of trust in their 

writing abilities. However, revision rates between the group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which infers learner characteristics 

could not predict how students implement feedback.  

 The current study strengthens the argument that feedback 

does not always have an identical effect on different learners. Findings 

from this research could serve as a steppingstone toward 

understanding the influence academic self-concept and writing self-

efficacy and providing effective feedback that reflects these individual 

differences. 

 

 

Keywords : feedback, academic self-concept, writing efficacy, self-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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