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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습자가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상황을 적절하게 프레이밍(framing)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학습 환경의 구성, 학습 활동의 계획 및 실행, 평가 방식 등을 통해 교
수자는 학습 상황을 프레이밍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레이밍을 통해 학습
자가 좀 더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반대
로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표 추구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할 수
도 있다.
프레이밍 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기존 연구들은 주로 프레
이밍이 정서 혹은 수행 결과에 미치는 단편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프레이밍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수행
행동, 예를 들어 학습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하는
빈도나 문제를 푸는데 투자하는 시간, 혹은 동기 수준이 하락하여 보일 수
있는 임의 반응 행동(rapid-guessing behavior) 등 학습자의 동기를 직접
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행동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 제약 특성과
과제 유형 변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을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동적, 정의적 영역 특성과 실제 수행 결과를 통해 보
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 제약 상황에서
과제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과제
수행 행동 및 수행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은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시간 제약 상황에서 문
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했고, 더 높은 동기를 보고했으며 실제 수
행 결과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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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문제를 푸는 평균 반응 시간이 빨랐으며, 이로 인해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었다.
반면,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정답 반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과제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시간이 제한된 조건에서 학습자
들이 단순 빈칸 채우기 과제를 수행할 때, 정답을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의 차이가 프레이밍 조건 간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행 결과의 차이도 유의
하지 않았다. 반면, 복잡한 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
학습자들의 정답 반응 시간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짧
았으며, 주어진 시간 동안 수행 결과도 높았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없는
조건에서는 프레이밍 조건 간 수행 결과의 차이가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유형에 따라 프레이밍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
히, 시간 제약 특성이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동기 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임의 응답 행동(rapid-guessing behavior)의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를 확인
하였다.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는 과제 수행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문
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빠르게 응답하는 임의 응답의 빈도가 높아졌는데, 특
히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이 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과제 수행이 길어지며 난이도가 높아질 때, 수행 결과의 실패를 강
조하지 않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실패를 강조하는 부정적 조건에 비
해 동기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 이것이 임의 응답 반응을 통해 나타난 것이
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수행 행동과 수
행 결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접근적
동기(approach motivation)를 보였다. 이 조건의 학습자들은 시간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상위 수준의 사
고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제에서도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결과적으
로 부정적 조건의 학습자들보다 더 높은 수행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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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은 시간 제약 상황에서 복잡한 과제뿐 아니라
단순 과제를 수행할 때도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반응 시간이 길어져, 전
반적으로 학습자의 인지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과제 수행 태도를 유도하며, 더 나은 수행 결과를 산출했다. 특히, 복잡한
인지 처리가 요구되며 원활한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할 때, 긍
정적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수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연해짐
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의 제안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프레이밍, 과제 수행, 동기, 과제 유형, 시간 제약
학 번 : 2009 - 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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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일한 기댓값을 가지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매우 민감할 수 있다. Tversky와 Kahneman(1981)이 제안
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이러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
다. 이들은 선택 상황에서 대안이 어떻게 기술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
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몇
년 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징벌적 등록금 제도 역시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학점
3.0을 기준으로 학점이 떨어질 때마다 페널티가 주어져 학생들에게 많은
압박감을 주었다. 만약 학점 2.0을 기준으로 학비 전액을 내야 하지만 학점
이 올라갈 때마다 장학금이 주어져 학생들이 이것을 인센티브로 느끼게
했다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같더라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을 것이다.
다양한 영역의 전반에서 보고되고 있는 프레이밍 효과는 주요한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으며(Dunegan, 1993), 특히, 교육 상황에서 프레이밍은 빈
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흔하게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보상을 통해 이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
동에 초점을 두고 처벌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가 성공적 결과를 보일 때에만 피드백이 주어지거나, 실패할 경우에
만 피드백이 주어질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 개인이 자신보다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과 주로 비교를 함으로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두거나, 자신보다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과 주로 비교를 함으로 만족감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레이밍은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 수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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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intrich & Schunk, 2002). 특히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
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Deci & Cascio, 1972; Fishbach &
Finkelstein, 2011; Pintrich & Schunk, 2002). 이에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
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며, 보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 환경의 구성 및 학습 활동의 설계, 평가 방법을 모색한다. 이
때, 적절한 학습 환경의 프레이밍은 교수 학습의 효과적인 전략으로써 학
습자의 동기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의
‘긍정(positivity)’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의 힘>(Osteen, 2004),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Blanchard,
2002), <긍정심리학>(Seligman, 2002) 등이 강조하는 칭찬, 보상 등은 대
표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positive framing)에 해당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습자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지각하
게 하여 개인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결과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도울
수 있다(Bandura, 1991). 이는 긍정적인 프레이밍을 형성하는 것이 학습
상황에서 개인의 정의적 영역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반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되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서 학습자는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부적 정서로 인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는 과제에 대한 낮은 내재적 흥미를 보이며 결국
동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Deci & Casio, 1972; Roney, Higgins,
& Shah, 1995). 긍정적 프레이밍을 지지하는 경우는 이처럼 부정적 프레이
밍이 학습자의 과제 흥미 및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정서는 바로 동기로 연결
되기 때문에(Fishbach & Finkelstein, 2011), 부정적 프레이밍이 정서에 미
치는 부적 영향은 학습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 된다.
하지만 긍정적 프레이밍만으로 제대로 교육이 일어나기는 어려우며, 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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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칭찬과 보상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
다(Dweck, 1999; Eisenberger & Cameron, 1996).
오히려 보상(reward)과 처벌(punishment)에 대한 행동주의적 학습 연구
에서는 처벌이 학습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상과 처벌은 ‘맞
혔다’, ‘틀렸다’와 같이 언어를 통해 수행 피드백이 제공되었는데, 학생들이
변별 학습을 할 때, 맞혔을 때 ‘맞혔다’의 성공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틀렸
을 때 ‘틀렸다’의 실패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여 효율
적이라는 것이다(Buss & Buss, 1956; Penney, 1967; Hamilton, 1969). 부
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이
밍이 학습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한다(Kuvaas & Selart, 2004). 또한 통제
이론(control theory)에 따르면 손실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는 실패하거나
잘못된 반응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어, 목표 달성의 미진한 부분
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
한다는 점에서 동기화된다(Carver & Scheier, 1998; Higgins, 1987; Kluger
& De Nisi, 1996). 교육 맥락 이외에서도 부정적 프레이밍의 긍정적 기능
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협상 연구에서는 손실 프레이밍 조건
의 개인이 더욱 경쟁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양보를 덜 하며 결과적
으로 더 많은 협상 이익을 취했음을 보고한다(Bazerman, Magliozzi, &
Neale, 1985; De Dreu et al., 1992). 설득 연구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
음으로 얻게 되는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 행동을 함으로 나타나는 이득을
강조하는 것보다 설득에 효과적임을 강조한다(Maheswaran & Levy, 1990;
Reese et al., 1997).
앞선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긍정적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밍 중 하
나만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프레이밍의 옳고 그름을 이원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프레이밍이 학습자
에게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서 및 인지 영역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은 긍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참여자의 긴장(anxiety)과 같은 불안 관련 정서
(agitation-related emotion)를 경험하게 하지만(Roney et al., 1995),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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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좀 더 경계적인(vigilant) 사고를 유발하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이득 프레이밍을 통한 긍정적 프레이밍은 이러한 긴장 수준이 낮기 때문
에 참여자에게 좀 더 휴리스틱(heuristic)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대신, 좀 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Dunegan, 1993). 즉,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할 때,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프레이밍은 과제 수행 상황에서 다른 동기 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공 결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접
근적 동기를, 실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은 회피적 동기를 유발한다
(Crowe & Higgins, 1997; Forster et., 2003). 실패 상황이 강조되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인간의 손실 회피 경향(loss aversion)으로 인해
(Tversy & Kahneman, 1981), 실패에 대한 경계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과
제 수행 상황에서 신중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Friedman &
Forster, 2001; Liberman et al., 1999). 또한, 이 조건에서는 실패가 강조되
므로 참여자들이 부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우며(Fishbach &
Labaroo, 2007), 이로 인해 자기 조절 및 통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Tice, Bratslavsky, & Baumeister, 2001). 이러한 정
서적, 인지적 부하량으로 인해, 부정적 프레이밍은 수행 과정 및 이후에 학
습자의 회피적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실패
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으며, 성공적 결과에 대해서만 피드백이
주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는 최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
며 접근적 태도 및 동기를 보이게 된다(Crowe & Higgins, 1997; Forster
et., 2003).
이러한 프레이밍의 영향은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더 커질 수 있다.
시간 제약은 어떠한 과제나 행동을 수행할 때 제한 시간(time deadline)이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하여 개인의 의사 결정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Ordonez & Benson, 1997). 이러한 시간 변인은 실제 학
교 현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이 능
력 검사(power test)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 4 -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검사 수행의 속도(speed)가 능력(power)만큼 중
요하게 다뤄지고 있다(Lee & Chen, 2011; Schnipke & Scrams, 1997). 그
런데 과제 수행 상황에서 프레이밍의 영향은 이러한 시간 변인에 의해 달
라질 수 있다. 특히,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므로(Fishbach & Labaroo, 2007), 인지적, 정서적으로 높은 부
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프레이밍의 특성으로 인해, 이 조건의 학
습자들은 과제의 중요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높은 부담감을 느끼면서까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낮은 동기 수준을 보인다(이현주, 2013; Koo & Fishbach, 2008).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 제약까지 주어진다면, 학습자들은 더욱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동기 수준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접근적 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동일한 시간 제
약 조건에서도 학습자의 적극적인 과제 수행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긍정
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며 성공적
인 결과에만 피드백이 주어지므로(Fishbach & Finkelstein, 2011),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과제에 대한 내재적 흥미가 높다(Deci, 1971; Deci &
Cascio, 1972; Roney et al., 1995). 이로 인해, 과제의 중요성이 높지 않더
라도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는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접근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결국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이게 된다(Koo & Fishbach, 2008). 이를 통해 볼 때, 시간 제약
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
공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접근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시도하는 모습
이 나타날 것이다.
시간 제약 변인은 프레이밍 효과의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Forster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프레이밍 조
건의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 속도가 빠른 대신 정확도는 떨어지는 반면, 부
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은 수행 속도는 느린 반면 정확하게 과제
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프레이밍 효과에서 시간 제
- 5 -

약 특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
과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시간 변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과제 수행 조건에서 시간 제약 조건이 포함되거나
(Crowe & Higgins, 1997; Deci & Cascio; 1972; Roney et al., 1995), 포함
되지 않는 등(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Hamilton, 1969; Kuvaas & Selart, 2004), 연구자마다 다른 시간 제약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 제약 특성이 프레이밍 효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
이밍 조건에 따라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과제의 수행 속도, 수행의 정확성 등은 시간 변인과 학습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이 될 수 있다.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
레이밍 조건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한 더 많은 시도를
하는 접근적 동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실패를 해도 두드러지지
않은 조건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의 부주의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Forster et al., 2003; Klein, 1989). 또한, 시간 제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동기 수준이 낮을 경우,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빠르게 응답하는
임의 반응 행동(rapid-guessing behavior)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시간 제약 상황에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잠재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므로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 수가 적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패에 대한 경계적 태도로 임의 반응 행동1)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의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혼재된 결과를 설
명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로써 과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프레
이밍 효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은 학습자가 수행한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 이러한 행동의 정답률은 우연으로 맞힐 확률과 비슷하다고 보고되며 낮은 편이다
(Wise & Ko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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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나은 수행을 보였던 연구들에서 사용된 과제
들은 단순한 변별 과제(discrimination task)나 개념학습(conceptual
learning)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Barringer & Gholson, 1979; 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이러한 연구에서 부정적 프레
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은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적은 시도 수로 학
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임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Penney(1967)의 연구에서는 ‘맞혔다’, ‘틀렸다’의 피드백을 통해
제시된 불록과 동일한 블록을 변별해내는 과제를 사용하였는데, 부정적 피
드백만 주어진 조건에서 긍정적 피드백만 주어진 조건보다 적은 시도를
통해 학습에 성공하여, 학습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Buss와
Buss(1956)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카드를 분류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숨겨진 규칙(그림의 형태, 색, 수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위스콘
신 카드 테스트2) 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실패에 대해 부정적 피드
백이 주어진 조건에서 성공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조건보다 학
습이 더 빠르게 일어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대상이 기준
에 맞는지, 아닌지를 단순 변별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실패 피드백이 주어
지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
다.
반면, 긍정적 프레이밍이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인 다수
의 연구들은, 애너그램(anagram: 주어진 철자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산
출하는 것), 통찰 및 창의력 과제, 소마(Soma; 블록 퍼즐; 블록을 가지고
주어진 그림과 같은 모형을 만드는 것), 퍼즐 등 보다 상위 수준의 사고를
통해 답을 산출하는 과제들을 사용하였다(Crowe & Higgins, 1997; Deci,
1971; Deci & Cascio, 1972; Friedman & Foster, 2001; Roney et al.,
1995). 이 과제들은 문제 해결 학습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별 과제에 비
2) Wisconsin Card Sorting Test(위스콘신 카드 테스트)
4개의 자극 카드와 64개의 반응 카드로 구성되며, 반응 카드는 다양한 형태, 색, 숫자
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카드를 짝짓기 하여 규칙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되며 숨겨진 규칙을 알아내야 한다. 이 검사는 참여자가 오류를 적게 발생시키며
정확하게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Buss & Buss, 1956;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Wisconsin_Card_Sorting_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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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위 수준의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Gagne,
196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프레이밍 효과가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학습자
가 보고한 정서 혹은 수행 점수라는 단일한 결과의 측면에만 주목하기보
다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이는 학습자의 실제 행동 특성과 수행 결과를
통해 그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반된 프레이
밍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로써 과제 유형에 따른 효과를 심
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의 효과
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영향이 과제 유형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동기 및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자가 취해야
할 프레이밍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에서 시간 제
약 특성과 과제 유형 변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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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tudy 1.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
에 미치는 영향
S

1.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1-1.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임의로 응답하기
(rapid-guessing)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시도 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시간 제약 상황에서 과제 유형에 따라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수행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시간 제약 상황에서 단순 빈칸 채우기 과제를 수행할 때,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시간 제약 상황에서 복잡한 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프레
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tudy 2: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S

1.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임의로 응답하기
(rapid-guessing)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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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프레이밍
프레이밍은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Entman,
1993). 학습 상황에서 프레이밍은 피드백이나 지시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레이밍 연구(De Dreu et al.,
1992)에서 사용된 방법을 과제 수행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지시문
및 점수 산출 방법, 효과음과 팝업 등을 통해 프레이밍을 구성하였다.
1) 긍정적 프레이밍
긍정적 프레이밍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거나 없는 조건으로(gain/
nongain), 본 연구에서는 정답을 맞혔을 때만 “맞았습니다”라는 알림과 효
과음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점수가 0점에서 시작하여 한 문제
를 맞힐 때마다, 10점씩 가점됨을 알려주었다.
2) 부정적 프레이밍
부정적 프레이밍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거나 없는 조건으로
(loss/nonloss), 본 연구에서는 정답을 틀렸을 때만 “틀렸습니다”라는 알림
과 효과음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점수가 100점에서 시작하여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10점씩 감점됨을 알려주었다.

나. 조절 초점 및 동기 유형
iggins(1987, 1997)는 인간이 향상 초점(promotion focus)과 회피 초점
(prevention focus)의 두 가지 목표 추구 시스템을 가진다고 보았다. 향상
초점은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 동기화되며, 주로 창의적, 위험 감수, 산출
(production), 열망(eagerness)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 보통, 이득/이득 없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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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non-gain)으로 피드백 및 정보가 제공되면 향상 초점이 형성된다.
반면, 회피 초점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되며, 보수적 행동
(conservative behavior), 반복성(repetitiveness), 실수 회피(error
avoidance), 정확성(accuracy), 안정(safety), 경계(vigilance) 등의 행동 패
턴을 보인다. 손실/손실 없음(loss/non-loss)로 피드백 및 정보가 구성되면
회피 초점이 형성된다(Crowe & Higgins, 1997; Forster et al., 2003;
Friedman & Forster, 2001; Liberman et al., 1999).
또한 이러한 상이한 목표 추구 초점은 다른 동기 유형과 관련되는데,
향상 초점은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를 회피 초점은 회피 동기
(avoidance motivation)의 모습을 보인다(Forster et al., 2003; Higgins,
1987, 1997).

다. 과제 유형
과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지만(Amabile, 1987;
Forster et al., 2003; Metcalfe & Wiebe, 1987; Moran, McCullers, &
Fabes, 1984; Van Dijk & Kluger, 2011),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나누고자 한다. 프레이밍의 효과가 혼재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
프레이밍이 높은 수행을 보인 연구들은 단순 변별 과제나 기억 과제 등을
사용한 연구들임을 알 수 있다(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Kuvaas & Selart, 2004; Penney, 1967). 반면 긍정적 프레이밍이 높은 수
행을 보인 연구들에서 사용된 과제는 애너그램, 창의력 과제, 퍼즐 등 보다
상위 수준의 인지처리가 필요한 과제였다(Crowe & Higgins, 1997; Deci,
1971; Deci & Cascio, 1972; Friedman & Foster, 2001; Roney et al.,
199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른 프레
이밍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동일한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단
순하게 변별 과제를 수행 할 때와, 텍스트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추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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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프레이밍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순 변별 과제는 제시된 문장의 빈 칸을 상자 안에서 그대로 찾는 과제
이며, 추론 과제는 텍스트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추론하여 크기나 순서를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는 가네의 지적 기능의 학습 위계 모형에서
볼 때 각각 변별 학습과 문제해결학습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변별 과제에 비해 추론 과제가 상위 수준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Gagne,
1965).

라. 시도 수
시간 제약이 있는 검사에서는 피험자마다 문제를 푸는 시도 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접근적이고 진취
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Forster et al., 2003; Higgins,
1987, 1997), 프레이밍 간 시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한 시간동안 학습자가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는 빈
도를 측정하였다.

마. 반응 시간
반응 시간은 피험자가 한 문항을 푸는데 소요한 시간을 의미한다(Lee &
Chen, 2011). 시간 제약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 수가 다르다면,
이는 문제당 반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무엇보
다 반응 시간은 피험자의 노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자기보고식 동기 측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Kong, Wise, &
Bhola, 2007; Wise & Kong, 2005). 특히 본 연구 1은 속도 검사로 설정되
었기 때문에 문제당 소요되는 반응 시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Lee & Chen, 2011).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문항당 평균적으로 걸린 시
간과 정답 반응에 걸린 평균 시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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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 behavior)
자의 반응은 문제 해결 반응과 임의 응답 반응으로 구분된다
(DeMars, 2007; Schnipke & Scrams, 1997). 임의로 응답하는 행동은 피험
자의 과제 수행 동기가 낮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임의로 문항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으로(Meijer, 2003; Schnipke & Scrams, 1997; Wise &
Kong, 2005), 이러한 행동의 정답률은 우연으로 맞힐 확률과 비슷하다고
보고된다(Wise & Kong, 2005).
임의 응답 행동을 구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과제
수행자의 반응 시간(response time)의 기저선을 설정하여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기저선 설정(Surface
feature rule-based thresholds) 방법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임의 반응을 구
별하였다(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피험

사. 과제 수행 동기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동기 척도(SOS: Students Opinion Scale)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를 살펴보았다. 피험자 동기 척도(SOS:
Students Opinion Scale ; Sundre, 1999)는 과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과
제 수행 노력, 두 가지 구인을 통해 피험자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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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프레이밍 효과의 정의

사람들은 동일한 기댓값을 가지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매우 민감할 수 있다. Tversky와 Kahneman(1981)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이러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선택 상황에서 대안이
어떻게 기술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며,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프레이밍 효과의 가장 유명한 예는
아시아 질병 문제(Asian Disease Problem)이다. 이 문제는 최종
가치(final wealth)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용어로 기술되는지 혹은 ‘죽는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기술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표 1> 아시아 질병 문제(Asian Disease Problem)
이득 프레임

<

Ÿ

Ÿ

프로그램 A가 채택되면 200명의
사람이 확실히 살 수 있다.
프로그램 B가 채택되면 600명이
살 수 있는 확률이 1/3이고 0명이
살 확률이 2/3이다.

Ÿ

-> 참가자 72%가 A 선택

실 프레임

손

프로그램 C가 채택되면 400명의
사람이 확실히 죽는다.
Ÿ 프로그램 D가 채택되면 0명이
죽을 확률이 1/3이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2/3이다.
-> 참가자 78%가 D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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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 함수(Kahneman & Tversky, 1979)

[그림 ]

ahneman과 Tversky(1979)는 이러한 아시아 질병문제의 프레이밍
효과를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가치함수(the value function)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 가치함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치의
곡선을 의미하는데, 이득 프레임의 참조점(reference point) 0에서 각각의
대안에 따라 오른쪽으로 200만큼 갈수도 있으며 600만큼 갈수도 있다.
그런데 가치함수의 심리적 곡선을 보면([그림 1] 참조), 200의 이득을
얻게 될 때의 심리적 가치가 600의 이득을 얻게 될 때의 심리적 가치의
1/3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200의 이득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손실 프레임은 참조점 0에서 각각의 대안에 따라 왼쪽으로 400만큼
갈수도 있으며 600만큼 갈수도 있다. 이 때, -400을 취할 때 느끼는
손실 정도가 -600을 취할 때 느끼는 손실 정도의 2/3보다 크기 때문에
-600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Kahneman & Tversky, 1979)라고 한다.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자원 배분, 직원 채용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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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협상, 회계, 의사의 처방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Dunegan, 1993), 교육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 프레이밍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

먼저, 프레이밍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통해 기술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프레이밍의 다양한 유형 및 용어
긍정적 프레이밍
부정적 프레이밍
Ÿ 이득 프레이밍
Ÿ 손실 프레이밍
(gain framing)
(loss framing)
<

Ÿ

Ÿ

성공 관련 정보 및
피드백(success)
Ÿ

Ÿ
Ÿ

정답(correct) 피드백
성취 정도 피드백
(accomplished;
to-date; completed)

실패 관련 정보 및
피드백(failure)
Ÿ

Ÿ

답(incorrect)

오

피드

Ÿ

백
Ÿ

미완 정도 피드백
(unaccomplished; to
go; remaining)

Ÿ

향상 초점(promotion Ÿ 회피 초점
focus)
(prevention focus)

Ÿ

긍정적 피드백

Ÿ

부정적 피드백

Ÿ

Ÿ

Ÿ

관련 연구
ahneman &
Tversky(1979), Neale
& Bazerman(1985)
Dunegan(1993),
Forster et al., (2001),
Kuvaas & Selart,
(2004), Roney et al.,
(1995)
Buss & Buss(1956),
Hamilton(1969),
Penney(1967)
이현주(2013), Koo &
Fishbach(2008, 2010)
Crowe &
Higgins(1997),
Friedman &
Foster(2001), Crowe
& Higgins(1997),
Higgins(1987, 1997)
Fishbach &
Finkelstein, (2011)
K

먼저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은 각각 이득, 손실 프레이밍을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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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득, 손실 프레이밍은 Kahneman과 Tversky(1979)가 제시했
던 프레이밍 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결과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참조점(reference point)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득의 틀로 기술하거나, 손실의 틀로 기술하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과제 수행 상황에서는 성공 및 정답에 대한 피드백을 통
해 긍정적 프레이밍이, 실패 및 오답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부정적
프레이밍이 표현될 수 있다(Dunegan, 1993; Roney et al., 1995; Forster et
al., 2001; Kuvaas & Selart, 2004; 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또 과제에서 성취한 정도(to date)에 대한 피드백과 성취하
지 못한 부분(to go)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형
성될 수도 있다(이현주, 2013; Koo & Fishbach, 2008, 2010). 마지막으로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프레이밍이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취한 것, 강점, 성
공, 정답 등의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며, 미성취 부분, 약점, 실
패, 오답 등의 피드백을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한다(Fishbach &
Finkelstein, 2011). 이를 통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표현될 수도 있
다.
이처럼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영향은 다양한 용어를 통해 많은 연
구에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제 수행 상황에서 긍정적, 부정
적 프레이밍 중 어느 조건이 동기 및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과거로부터 계속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득 프레이밍, 성공 피드백 및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긍정적 프레
이밍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은 학습자의 정서 및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지각된 유능
감을 높이고 성공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동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andura, 1991; Atkinson, 1957; Forster et al., 2001).
반면에 손실 프레이밍, 실패 피드백 및 부정적 피드백을 통한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관점은 개인의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과 참조점으로 인한 목표와의 괴리(discrepancy)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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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프레이밍이 동기에 효과적이라고 보며, 이미지 이론(image
theory), 통제 이론(control theory) 등을 통해 그 기제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긍정적 피드백은 목표에 대해 괴리감을 덜 느끼게 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하지만, 부정적 피드백은
목표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현저하게 부각시킴으로 더 효과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Carver & Scheier, 1998; Higgins, 1987).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각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긍정적 프레이밍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

정서는 인간의 인지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학습에도
강력하게 작용한다(도승이, 2005; Efklides & Petkakim 2005; Goleman,
1998). 특히, 피드백을 통한 정서적 결과는 학습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드백이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Fishbach & Finkelstein, 2011).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고 동기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과제 수행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게 만든 과제에 대해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연구들은 학습 상황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학습자에게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은
다음과 같이 정서 및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자기 효능감과 학습된 무기력

기대 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 따르면 목표에 대한 동기
및 지속성은 ‘목표의 가치(value) x 결과 획득(expectancy of
attainment)에 대한 기대감’의 함수이다(Atkinson, 1957).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목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목표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킴으로 목표
지속성을 높이게 된다(Atkinson, 1957; Eccles et al., 1983; Fishb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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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 stein, 2011; Wigfield & Eccles, 2000). 반면에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면, 개인은 성공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춤으로
동기를 저해하게 된다. 추구하던 목표에 대해 실패를 겪게 되면 개인은
일시적으로라도, 목표에 성공할 수 없다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동기 및 행동을 철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흡연자들은 금연 과정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난 후, 그들이 조만간
금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금연 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Cochran & Tesser, 1996; Fishbach & Finkelstein, 2011).
이는 Bandura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개인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가지게 하여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결과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Bandura, 1991; Sansone, 1986). 학업 수행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기존 성공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 효능감이 학업 수행을
주요하게 예측함을 보고한다(Bandura et al., 2001). 따라서 긍정적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성공 경험을 제공함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 동기
및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 실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은 자칫 학습자에게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유기체가 실패나 좌절을 자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학습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력에
빠진 학습자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Seligman, 1975). 실제로, Hiroto(197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소음을 계속 듣게
했을 경우, 참여자들은 이후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도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무기력한 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실패만을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경우,
개인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쉽고, 부정적 정서를 통해 학습
동기 저하, 학업 수행 수준의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F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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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들이 목표에 대해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긍정적
프레이밍이 정서 및 동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프레이밍과 정서
(1) 프레이밍이 정서 유형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피드백이 동기수준을 높이는 경로 중 하나는 긍정적 정서의
유발을 통한 것이다. 긍정적 피드백은 그 사람의 성취, 강점, 정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제 대상 혹은 학습 상황에 대한 즐거운
감정을 연합시키며, 이로 인해 학습자의 내재적 흥미 및 동기수준을
높일 수 있다(Fishbach & Finkelstein, 2011).
특히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은 각각 다른 유형의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Higgins, Shah, & Friedman, 1997). Higgins와 그의
동료들(1997)은 두 프레이밍 조건이 다른 유형의 정서를 유발하며
이러한 정서가 동기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의 경우, 목표
달성 시에 쾌활함 관련 정서(cheerfulness-related affect; 행복함, 만족감
등)를 실패 시에는 낙담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불만족, 실망 등)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의 경우 목표 달성 시에 차분함 관련
정서(quiescence-related affect; 침착함, 안도감)를, 실패 시에는 불안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긴장감, 불안 등)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은 각각의 프레이밍이
유발하는 정서의 성격이 다르므로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긍정적 프레이밍의 경우 성공하면 유쾌한 감정을,
실패할 경우 실망의 정서를 느끼게 되므로 목표 상태의 쾌(pleasure)를
향해 접근적 동기(approach motivation)를 취하기 쉽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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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의 경우 성공하면 안도의 감정을, 실패할 경우 긴장감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pain)을 피하기 위한 회피적
동기(avoidance motivation)를 취하기 쉽다. 결국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유발하는 정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과제 흥미
및 내재적 동기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Higgins et al. 1997;
Roney et al., 1995).

(2) 과제 흥미 및 수행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피드백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기대하도록 이끌게 되어 동기화시킨다고 본다. 이 절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실제 과제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Deci(1971)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언어 피드백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퍼즐을 푸는 과제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실험자가
“아주 잘했어요. 이 퍼즐은 정말 어려운 퍼즐이었어요.” 라고 긍정적인
언어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간에
다른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흥미를 가지고 퍼즐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언어 피드백을 통해 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Roney와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과제 수행과 풀리지 않는 문제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지의 지속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애너그램 과제를 수행했으며, 각 프레이밍 조건의 지시문과
처치는 <표 3>과 같다. 참여자들에게는 문제당 45초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제한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실험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제의 4%에 대해서 제한 시간 전에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여자들은 주어진 문제의 19%에 대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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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에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경우
과제에 대해 좀 더 흥미 및 동기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며,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및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표 3> 프레이밍 조건 및 지시문(Roney와 동료들, 1995)

<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
-“25개 중 22개 이상의 애너그램을 맞
히게 되면 재미있는 ‘운명의 수레바퀴’
게임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반
복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각 애너그램이 끝날 때마다 몇 개
의 애너그램을 수행했고 몇 개의 애너
그램이 남았는지, 그리고 몇 개를 맞
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
-“25개 중 4개 이상의 애너그램을 틀
리게 되면 반복 과제를 수행해야 하
며,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운명의
수레바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애너그램이 끝날 때마다 몇 개
의 애너그램을 수행했고 몇 개의 애너
그램이 남았는지, 그리고 몇 개를 틀
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eci와 Cascio(1972)의 연구에서는 실험 조건 학습자들에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퍼즐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고 통제 조건에서는
보통의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자유로운
시간(free time)에 퍼즐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를 체크하였다. 이들이
만약 자유 시간에 과제로 제시되었던 퍼즐을 수행한다면, 과제에 대한
흥미 및 내재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높은
수준의 실패(68%)를 경험한 학습자들은 보통 수준의 실패율(34.3%)을
경험한 학습자들보다 과제에 대한 흥미가 낮았으며, 실패할 때마다
위협적인 버저를 통해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조건의 학습자들 역시
과제에 대한 내재적 흥미가 매우 낮았다(Deci & Cascio, 1972).
또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여자들은 창의적 과제에서 높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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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보였다(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ster, 2001).
Friedman과 Fost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프레이밍을 통한 향상
초점(promotion focus) 조건이 창의적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 초점에서 학습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주변 환경이 관대하다고 느끼며, 보다 위험 추구적(risk-seeking)으로
거침없이 탐색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거리낌 없이 제시하므로
확산적이고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과제에서 긍정적인 수행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예방 초점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주변 환경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실수를 피하는 안전(security)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경계적(vigilant)이고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확산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향상 초점에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으며, 실패를 자주 경험하거나 어려운 과제일
경우 예방 초점보다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예방
초점에서는 경계적인 태도로 인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ster, 2001; Higgins, 1997).

나. 부정적 프레이밍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

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 프레이밍은 개인의 정서 및 흥미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과제 수행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손실 프레이밍, 실패 피드백 및 부정적 피드백을 통한 부정적 프레이밍
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관점은 개인의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
과 참조점으로 인한 목표와의 괴리(discrepancy)를 통해 부정적 프레이
밍이 동기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앞

1) 손실 회피(loss aversion)

versy와 Kahneman(1981)에 따르면, 인간은 일정한 양의 손실로
인한 불쾌감을 동일한 양을 획득하면서 발생하는 즐거움보다 약 2.5배
크게 느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잠재적 손실에 대해 잠재적 이득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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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loss-aversion)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손실을 강조하는 손실 프레이밍 조건이 이득을 강조하는 이득 프레이밍
조건보다 더 동기화에 유리할 수 있다(De Dreu et al., 1992). 이러한
손실 회피 경향으로 인해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난
연구는 행동주의적 학습 연구, 협상 연구, 설득 연구 등이 있다.

(1) 행동주의적 학습 연구

행동주의적 학습 연구에서 실패 피드백을 통한 부정적 프레이밍은
변별 학습(discrimination learning)에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Barringer & Gholson, 1979; Buss & Buss, 1956; Hamilton,
1968; Penney, 1967). Buss 와 Buss(1956)의 실험에서, 정답을 틀렸을
때만 ‘틀렸다’라고 한 조건은 정답을 맞혔을 때만 ‘맞혔다’라고 피드백을
준 조건보다 적은 시도 수만에 빠르게 학습이 일어났다(<표 4> 참조).
또한 정답을 틀렸을 때만 ‘틀렸다’라고 한 조건은 맞혔을 때와 틀렸을 때
모두 피드백을 준 조건과 학습에 이르는 시도 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비슷한 속도로 학습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답을 맞혔을
때만 강화를 제공한 경우는 나머지 조건에 비해 가장 학습이 느리게
일어났다.
<

표 4> 정적 강화와 처벌의 학습 효과(적은 시도 수로 학습에 이르는 것)

다’ 피드백 유
‘틀렸다’ 피드백 무
‘틀렸

다’ 피드백 유

‘맞혔

①
③

다’ 피드백 무

‘맞혔

②
①=②>③
출처: Buss & Buss(1956)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답을 틀렸을 때 틀렸다고 하는 처벌이 학습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틀렸을 때만 '틀렸다'라고 제시한
조건과 맞혔을 때와 틀렸을 때 모두 피드백을 준 조건 간에 학습에
차이가 없는 것은 기존의 정적 강화, 처벌에서 말하는 이론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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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지 않는다. '맞혔다'고 하는 것은 정적 강화물이며, '틀렸다'고
하는 것은 처벌인데, 강화 이론에 의하면 맞혔을 때와 틀렸을 때 각각
다 말해주는 조건(강화와 처벌이 동시에 존재)이 틀렸을 때만
'틀렸다'고 하는 조건보다 우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비슷한 비율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핵심이 ‘틀렸다’는 처벌이라는 것이며 ‘맞혔다’는 정적 강화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Buss & Buss, 1956; Penney, 1967; Hamilton, 1968).
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더 동기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이처럼
‘맞혔다’와 ‘틀렸다’의 학습효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2) 기억 연구

unegan(1993)에 따르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은 다른 인지처리
유형(different modes of cognitive processing)을 유발하게 된다. 즉,
부정적 프레이밍은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effortful), 철저한(thorough)
인지적 처리를 유발하는 반면, 긍정적 프레이밍은 자동적 사고와
휴리스틱 사고를 유발한다(Dunegan, 1993; Kuvaas & Selart, 2004).
특히,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정보는 잠재적 손실이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손실을 피하고자 개인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평가 및 사고를 하게 된다(Dunegan, 1993).
개인에게 이러한 상이한 인지 처리가 일어났음을 구별해주는 주요한
특성으로 기억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하게 정보를 판단하게 되면 이후에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Kernan & Lord, 1989; Maheswaran &
Chaiken, 1991).
Kuvaas 와 Selart(2004)는 실제로 기억 연구를 통해 부정적
프레이밍이 기억에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이들은 기업 투자 상황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했는데,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률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경우
프로젝트의 실패율로 내용을 기술한 시나리오가 제공되었다. 이후 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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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얼마나 시나리오의 세부적 내용들을 기억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높은 기억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개인에게 더 강렬한 기억 및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3) 협상 연구

상 상황에서 손실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는 이득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보다 양보 행동을 덜 하며 더 경쟁적일 수 있다(Bazerman,
Magliozzi, & Neale, 1985). Neale 과 Bazerman(1985)은 이득, 손실
프레이밍이 협상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득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에게는 잠재적으로 얻게 될 이익의 관점에서
기술된 이득계획표(payoff schedule)가 주어졌고, 손실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에게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지불해야 할 잠재적 비용(cost)이
기술된 계획표가 주어졌다. Neale 과 Bazerman(1985)은 Von Neumann 과
Morgenstern(1947)의 효용곡선의 관점에서는 최종 값(final wealth)이
같으므로 동등한 조건이지만, 이득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가 양보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이득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가 앞으로 얻게 될 이익을 양보하는 것보다 손실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가 이미 소유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다(Bazerman et al., 1985). 이러한 협상 상황에서의
양보 행동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이것은 양보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경향(Resistance to yielding)이 협상에서 더 많은
협상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Bottom &
Studt, 1993; De Dreu, Weingart, & Kwon, 2000). 따라서 이득 프레임의
양보 행동은 합의에는 쉽게 이르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게 한다.
실제, De Dreu 와 동료들(1992)은 프레임에 따른 협상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손실 프레임이 이득 프레임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가짐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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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득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는 0 개의 은화를 가지고 시작하여
60 개까지 은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손실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는
60 개의 은화를 가지고 시작하여 0 개까지 은화를 잃을 수 있다고 지시한
후 협상하게 하였다. 그 결과, 손실 프레임 조건의 협상자가 더 높은
협상 이익(outcome)을 획득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협상 연구 결과들은
손실 프레임의 협상자가 이득 프레임의 협상자보다 더 높은 목표 수준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발견

(4) 설득 연구

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양의 손실로 인한 불쾌감이 동일한
양을 획득하면서 발생되는 쾌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재적
손실에 대해 잠재적 이득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다(Tversky&
Kahneman, 1981). 이러한 사람들의 손실 회피(loss aversion) 경향으로
인해, 어떠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보다,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를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통해 설득하는 것보다,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Maheswaran& Levy, 1990). 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을
통해 설득하는 것보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Reese et al., 1997). 즉,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동기화되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기화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De Dreu et al., 1992). 손실
프레임이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에(Davis &
Bobko, 1986), 그리고 손실이 이득보다 심리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Tversky & Kahneman, 1981), 학습자에게 실패 피드백을 통해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잠재적 실패 및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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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이득 프레이밍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동기 수준을 갖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바람

2) 참조점으로 인한 목표와의 괴리

또한 부정적 프레이밍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부정적 피드백이 개인이
가지는 이상적 목표 이미지(ideal goal image)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학습자를 동기화시킨다고 본다(Dunegan, 1993;
Carver & Scheier, 1981; Campion & Lord, 1982). 즉, 부정적
프레이밍이 목표에 대해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 더욱 동기화된다(Dunegan, 1993;
Fishbach & Finkelstein, 2011; Higgins, 1987). 이러한 관점은 이미지
이론과 통제 이론, 포부 수준 연구를 통해 설명된다.

(1) 이미지이론(image theory)과 통제이론(cybernetic
control theory)

이미지이론(image theory; Beach & Mitchell, 1987, 1990; Dunegan,
1993)은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이 자동적인 사고에서 정교하고 구체적
사고에 이르는 과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인정한다. 이렇게
다양한 인지 처리 방식을 유발하는 요인은 현재의 사건과 목표
이미지(goal-image)와의 공존 가능성(compatibility)이다. 즉, 이러한
공존 가능성이 위협받을 때는 문제 공간(problem space)에 포함되는
정보를 좀 더 의식적으로 탐구하도록 동기화되어 체계적인 인지 처리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존 가능성이 존재할 때는 문제
공간의 요소들을 철저히 탐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되어 자동적
사고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이를 이득, 손실 프레임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참조점을 최악의 대안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시된 대안들을 이익으로 여기게 되는 이득
프레임은3), 목표 이미지와 현재 사건 간의 공존 가능성이 존재할
3) 앞에서 본 아시아질병문제를 예로 들면 “~명이 살 수 있다”는 이득 프레임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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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반면, 참조점을 최상의 대안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안들을 손실로 여기게 되는 손실 프레임은 개인이 느끼는 현재 사건과
목표 이미지와의 공존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손실 프레임의 과제
수행자는 참조점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목표 수준 간의
괴리 및 비공존가능성(incompatibility)을 느끼게 되어, 이득 프레임보다
동기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이득 프레임의 경우는 참조점이 낮기
때문에 현 상태와 자신의 목표 수준과 괴리가 적고 공존 가능성도 높아,
손실 프레임의 경우보다 동기 수준이 낮고 과제 수행의 정보 처리
과정이 자동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통제 이론(control theory)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인공
지능적(cybernetic) 혹은 통제 이론은 자기 조절 시스템 (self-regulation
system)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Carver & Scheier,
1982). 이 이론은 “입력(input) -비교(comparator)- 출력(output)- 환경에
영향 미침(impact on environment)”의 순환 고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순환은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림 2] 참조). 먼저

2

[그림 ] 피드백

순환의 가설적 표현 by Carver와 Scheier(2000)

은 죽는다는 최악의 상황을 참조점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안을 다 이득의 영역으
로 간주하며, “~명이 죽을 수 있다”는 손실 프레임의 표현은 산다는 것을 참조점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손실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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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황을 지각하는 입력이 이루어지며, 이후 비교
측정(comparator)이라는 기제를 통해 참조점과 현 상태와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만약 현 상태와 참조점과의 괴리가 지각되면 행동이
수행되는데(출력), 이 때의 목표는 괴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행동은
이 시스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 현 상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며,
이 후 현재 상태에 대한 또 다른 지각이 이루어지고 또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피드백은 순환된다. 이 이론 역시 이미지 이론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프레이밍은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목표와의
괴리(discrepancy)를 부각시키므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기화되는
반면, 긍정적 프레이밍은 이러한 괴리에 대한 지각을 약화시킴으로 동기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Carver & Scheier, 1982).
현

(2) 포부 수준 연구

부 수준(aspiration level)이란 주어진 선택 상황에서 의사 결정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한다(Schneider, 1992). 포부 수준
의 설정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히 상황적 제
약과 즉각적인 요구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목표나
포부 수준은 상황의 관점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되었는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손실(loss)을 동등한 양의
이득(gain)보다 더 크게 지각하여 이득의 매력적인 정도보다 손실을 회
피하려는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을 크게 하는 것보다 손
실을 줄이는데 더 강한 동기와 열망을 가진다. 따라서 목표의 설정에서
도 사람들은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chneider, 1992).
Puto(1987)의 연구에서 300 명의 전문적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결정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처음에 도달하기 쉬운 포부 수준을
설정한 구매자들에게 부정적으로 프레임된 메시지(“당신의 경쟁자가
가격 혜택을 얻어 당신이 지게 되는 것을 피하라”; “Avoid losing by
your competitor's taking price benefits from you”)를 보여주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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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들의 포부 수준은 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처음에 도달하기 어려운 포부 수준을 설정한
구매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프레임 된 메시지(“너의 경쟁자보다 중요한
가격 혜택을 얻어라”; “Achieve more price benefits than your
competitor”)를 보여주자, 이들의 포부 수준이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쉬운
수준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었다.
Koo 와 Fishbach(2010)의 연구에서는 광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완수하지 못한 임무를 강조했을 때, 그들은 좀 더 회사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흥미를 느끼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자 하였고, 상대적으로
그들의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 덜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완수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경우에는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는 만족도는 낮지만 그들의 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협상에서의 과도한 양보 행동은 낮은 포부 수준
때문이며(Pruitt, 1981),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협상자보다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협상자에게 높은 빈도의 양보 행동이 발생하기 쉬운 것
역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협상자의 낮은 포부 수준 때문으로 볼 수
있다(Neale & Bazerman, 198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경우 개인이 더 높은 포부 수준을 가지고 동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

3.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에서 우리는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정서, 동기 및 수행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각의 기제를 살펴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상반
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프레이밍이 영
향을 미치는 영역이 약간씩 다르며, 각각의 영향력의 방향 또한 다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하는 것은 학습자
에게 손실 회피 경향을 일으키고 현재 상태와 목표와의 괴리를 부각시킴
으로 순간적으로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정서에 미치는 부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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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통해 학습자는 과제에 대한 흥미와 내재적 동기가 감소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부정적 프레이밍처럼 학습자에게
목표와의 괴리감을 통한 강한 각성 상태를 야기하지는 않으나, 결과에 대
한 기대와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과제에 대한 흥미를 높임으로 학습 동기
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은 학습자에게 접근적, 회피적
동기를 유발함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접근, 회피 동기와 과제 수행

iggins(1997)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자기
조절을 할 때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 두 가지 종류의 조절 초점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득 프레이밍을 통한 향상
초점(promotion focus)은 바람직한 최종 상태(end-state)에 도달하고자
하는 접근적 동기(approach motivation)를 유발하며,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향상 초점은 진보,
성장, 성취와 관련되며 긍정적인 목표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진보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향상 혹은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열망(eagerness)을
유발한다.
반면에 손실 프레이밍을 통한 예방 초점(prevention focus)은 바람직한
최종 목표 상태와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회피적 동기(avoidance
motivation)를 유발하며, 보안, 안전, 의무와 관련된다. 이러한 예방
초점은 안전과 무손실(non-loss)을 보장하기 위한 경계(vigilance)
상태를 일으키게 되어 신중하고 예방적인 전략을 취하게 된다(Higgins,
1997; Van dijk & Kluger, 2011).
Foster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성공 피드백을 받게
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어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가 유발되지만, 실패 피드백을 받게 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회피 동기(avoidance motivation)가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프레이밍을 통한 동기적 조절 초점은 과제 수행 상황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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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운 과제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경우,
긍정적 프레이밍의 학습자는 최대한 정답을 맞히기 위해 접근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반면 동일한 상황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의 경우, 답을
산출할 때 오류를 피하고자 동기화 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라는 부정적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Schneider, 1992).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의 정보는 더 많은 주의 집중이 요구되며
철저하게 처리하게 되므로(Gasiorowska, 2014), 부정적 프레이밍은
학습자에게 많은 주의 및 경각심(vigilance)을 요구하며 이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통제 및 자기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Tice et al.,
2001). 따라서 부정적 프레이밍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학습자에게 많은 정서적, 인지적 자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 프레이밍의 부담감을 주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기 쉬운 조건에서
학습자들은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높은 수행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Crowe & Higgins, 1997)([그림 3] 참조).

3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그림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프레이밍의 효과는 과제의 중요성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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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났다. 즉, 과제 중요성이 높은 경우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긍정적 조건에 비해 동기에 효과적이었으나, 과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동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주, 2013; Koo & Fishbach, 2008). 이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신중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수행 결과를 높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조절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므로, 과제의 중요성이 낮을 경우 수행 동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접근적 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저부담
과제에서도 학습자의 적극적인 과제 수행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과제의 성공적 수행이 강조되며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므로(Fishbach & Finkelstein, 2011),
학습자가 겪는 정서적, 인지적 부하량이 높지 않다.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제의 내재적 흥미 및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Deci, 1971; Deci
& Cascio, 1972; Roney et al., 1995). 따라서 과제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적극적으로 성공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동기에 더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다(Koo & Fishbach, 2008).

나. 과제 수행 상황에서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프레이밍이 동기 및 수행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효과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상황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할 때, 시간 제약 및 과제 유형 변인이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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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제약 특성

시간 변인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이 능력 검사(power test)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제는 검사
수행의 속도가 능력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Lee & Chen, 2011;
Schnipke & Scrams, 1997). 과제 수행 상황에서 프레이밍의 영향은
이러한 시간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동기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시간 제약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프레이밍은 실패가 강조되는 조건이므로
실패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감수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자기 조절 및 통제가 어려워진다(Tice et al.,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 제약이 주어진다면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학습자들은 제한 시간 내에 과제를
실패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을 아예 회피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소한의 동기만을 보일 것이다.
반면, 학습이 장기화될 때는 프레이밍으로 인한 또 다른 행동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과제 수행이 길어질 때, 학습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고 과제 수행 동기 및 수행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Krueger, 1989). 이 때, 학습자들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조건인
부정적 프레이밍의 학습자들은 실패에 대한 경계의 특성으로
인해(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Tversky &
Kahneman, 1981), 과제 수행이 길어지더라도, 과제 수행 동기의 급격한
하락은 약화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과제 수행의
실패에 대해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과제 수행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동기 하락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과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응답하는 임의 반응(random responding)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 과정의 전반적인 모습 및
결과를 통해 총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간 변인이 중요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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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실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Forster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인한 향상 초점의 참여자들은 점을 연결하는 그리기
과제(drawing task)와 교정 과제(proofreading task)에서 빠른 수행
속도를 보이는 만큼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회피
초점의 참여자들은 과제의 수행 속도는 느린 반면 수행의 정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프레이밍 효과에서 실제로 시간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시간 변인은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연구에 따라 참여자들이 일정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도록 요구되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Crowe & Higgins, 1997;
Deci & Cascio; 1972; Forster et al., 2003; Roney et al., 1995), 시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보는 연구들도 많다(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Hamilton, 1969; Kuvaas &
Selart, 2004). 이처럼 기존 프레이밍 연구에서는 시간 변인의 중요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변인이 프레이밍 효과의 혼재된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Forster와 동료들(2003)의 연구를 토대로, 시간 제한이 있을 때, 긍정적 프
레이밍 조건은 빠른 과제 수행 속도와 접근적 태도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한 많은 시도 수가 존재하여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수행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과제 실
패가 두드러지지 않아 부주의 특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행동 특성이
보고되므로(Forster et al., 2003; Klein, 1989), 과제 수행이 길어지거나 동
기 수준이 낮을 경우,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응답하는 임의 반응
(random responding)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간 제
약 상황에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과제 수행 속도도 떨어지며 회피적
태도가 나타남으로 제한 시간 내 시도 수가 적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실
패에 대한 높은 경계심으로 임의 반응은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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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유형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oran과 그의 동료들(1984)의 연구에서 보상이 주는
효과가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는데, 알고리즘 과제의
경우 물질적 보상(2달러)이 수행을 높였으나, 휴리스틱 과제의 경우
이러한 물질적 보상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Condry, 1977;
Moran, McCullers, & Fabes, 1984). 이처럼 피드백의 영향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연구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실제로 앞에서 다룬 것처럼 부정적 프레이밍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초기 학습 연구들의 경우 단순한 변별 과제로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부정적 피드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Hamilton(1969)의 연구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공, 실패
피드백이 변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었는데, 이 때의 과제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의 구멍에 구슬을 넣을 때, “맞혔다”,“틀렸다”의
피드백을 통해 지정된 구멍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실패율을 줄이고 적은 시도
수만으로 학습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초기 학습 연구들
역시 비슷한 단순변별과제를 가지고 성공, 실패 피드백을 주었는데, 실패
피드백일 경우 학습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도의 수가 유의미하게
작았음을 보고하여 부정적 프레이밍이 수행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Buss & Buss, 1956; Penney, 1967).
반면에, 긍정적 프레이밍이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주로 애너그램(anagram), 퍼즐, 창의적 과제 등 보다 상위
수준의 인지처리가 요구되는 과제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4) 여기서의 2달러는 앞에서 살펴 본 긍정적, 부정적 언어 피드백이 보상, 처벌(강화이
론의 영향으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됨)로 작용한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물질적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반면, 언어를 통한 긍정적 피
드백은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ci, 1972). 여기서의 물질적 보상은
과제 상황에서 통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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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이었다(Crowe & Higgins, 1997; Deci,
1971; Friedman & Foster, 2001; Roney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영향이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단순한 변별 수준의 과제보다 능동적인 인지 및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제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우수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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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주제

본 연구의 주제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행동 및 자
기보고식 동기, 수행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이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
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행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동기는 주관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자기보고식
동기와 객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의 빈도 및 임의 반응 빈도 등
의 행동 지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수행 점수를 통해 수행 결과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의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별히 시간 제약 상황에서 접근적 동기
를 보이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회피적 동기를 보이는 부정적 프레이
밍 조건보다 높은 수행 동기 및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이 학습자가 수행한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부정적 프레이밍이 학습에 효과적임을 지지하는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
는 단순한 변별 과제(discrimination task)의 특성을 가지며, 부정적 프레이
밍이 긍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적은 시도 수로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반
면, 긍정적 프레이밍이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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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 및 창의력 과제, 소마, 퍼즐 등 보다 어렵고 상위 수준의
사고가 요구되는 과제들이었다(Deci, 1971; Deci & Cascio; 1972;
Friedman & Foster, 2001; Roney et al., 1995). 즉, 이러한 결과들은 프레
이밍이 과제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단순한 변별 수준
의 인지처리가 요구되는 빈 칸 채우기 과제와 보다 복잡한 사고가 요구되
는 추론 과제를 선택하고 각각 과제의 난이도를 기본 영역, 심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과제 유형과 난이도에 따른 프레이밍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상위인지가 요구되는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일 것이며, 그보다 단순한 과제의 경우 부정
적 프레이밍 조건이 높은 수행을 보이거나, 두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단순 변별과제의 특성에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우수했음을 기억하면 부적 조건이 우수할 수 있으나, 시
간 제약 상황으로 인한 영향 및 부정적 프레이밍으로 인한 부적 정서로
인해 두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학습자의 과제 수행 동기를 자기보고식 동기 척도만을 통해 보지
않고 과제 수행 중 보이는 시도 수, 임의로 응답하기의 행동 특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한 동기의
경우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에서 들인
노력에 대해 얼마나 신뢰롭게 응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Wise &
Kong, 2005; Kong et al., 2007). 또한, 학습자들은 과제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이를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기보다는 들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귀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Pintrich & Schunk, 2002), 자기보고식 척도
만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 과제 수행에 들인 노력과 동기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Wise & Kong,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문제
를 풀고자 시도하는 수,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임의
로 답을 보고하는 행위(rapid-guessing behavior)를 통해 수행 과정 중의
동기 수준을 유추하였다. 먼저, 시도 수의 경우 이득 프레이밍이 향상 초점
애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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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focus)과 접근적 동기를 유발하므로(Foster et al., 2001;
Forster et al., 2003; Higgins, 1987, 1997),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제한
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시도 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학습이 장기화될 때는 프레이밍이 또 다른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과제 수행이 길어질 때, 학습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곤
함을 느낄 수 있고 과제 수행 동기 및 수행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Krueger, 1989). 이 때, 학습자들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조건인 부정적 프
레이밍의 학습자들은 실패에 대한 경계의 특성으로 인해(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Tversky & Kahneman, 1981),
과제 수행이 길어지더라도, 과제 수행 동기의 급격한 하락은 약화될 수 있
다. 반면에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과제 수행의 실패에 대해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과제 수행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동기 하락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과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응답하는 임의 반응(random
responding)이 나타날 수 있다. 임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 behavior)
는 검사 수행 상황에서 피험자의 동기가 부족하여 문제를 풀어보고자 시
도하지 않고, 문항의 특성에 상관없이 문항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을 말한
다(Meijer, 2003). 본 연구에서 임의로 응답하기의 경우, 과제 수행이 길어
질수록 아이들의 동기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과제 후반부에 많이 나
타날 것으로 보며, 손실 회피로 인해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부
정적 프레이밍보다는 실패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과제 수행 후 자기보고식으로 과제 수행 동기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과제 수행 동기의 경우, 실패 피드백을 받게 될 때, 이를 자신들의 노
력을 덜 했다고 귀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Pintrich & Schunk, 2002), 부정
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낮게 보고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
연구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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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y 1.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
행에 미치는 영향
S

1.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 과제 수행 행동이 다를 것이
다.
1-1.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프레
이밍 조건보다 임의로 응답하기의 빈도가 더 높을 것이다.
1-2.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프레
이밍 조건보다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는 빈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가 높을 것이다.
3. 시간 제약 상황에서 과제 유형에 따라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3-1. 단순 빈칸 채우기 과제를 수행할 때, 부정적 프레이밍 조
건에서 과제 수행 점수가 높거나, 두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3-2. 복잡한 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과제 수행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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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중학교 2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순수하게 피드백의 효과
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보상이나 처
벌에 상관없이 평가 자체에 민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큰 영향
력을 미치는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평가 자체가 높은 긴장감과 각성을 일으켜,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평가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이나 처벌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
도 평가 상황에 익숙하면서 입시로 인한 사회적 요인에서 비교적 자유로
울 수 있는 중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보고자 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은 중
학교 생활에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시기이며, 3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입
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남자 중학교 A에 재학 중인 132명과
여자 중학교 B에 재학 중인 148명, 그리고 전북 전주에 위치한 남녀공학인
중학교 C에 재학 중인 6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46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실험 조작검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23명을 제외하고 총 323명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반 단위로 무선 배정되었고 프레이밍
조건 간 성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참여자의 프레이밍 조건별 분포(연구 1)
긍정적 프레이밍
부정적 프레이밍

<

남자
여자
전체

n

73
87
160

%

45.62
54.38
100

n

74
8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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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0
54.60
100

전체
147
176
323

나. 과제 및 시간 제한 조건

본 실험은 참여자들에게 언어 능력 평가로 소개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빈칸 채우기와 추론 과제의 기본 영역, 심화 영역 조건 모두에 참여하였으
며, 1) 빈 칸 채우기 기본 영역 2) 빈 칸 채우기 심화 영역 3) 추론 과제
기본 영역 4) 추론 과제 심화 영역의 순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는 점
차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지도록 구성한 것이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과제 유형 및 문제의 순서가 다를 경우, 특정 내용이나
문제 해결의 특성이 과제 수행 중 위치에 따라 이후의 정서 및 동기,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Forster et al., 2003). 4단계 각각 10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총 40문제이다.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 본 연구에
서, 학생들은 1, 2단계에서 먼저 텍스트에서 상자 안의 문장을 찾아 빈 칸
을 채우게 되고, 이후에 텍스트의 내용을 추론하게 되었다. 이 때, 학습자
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빈 칸 채우기 과제에서는 텍스트를 한 줄씩 제
시하여 추론 과제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영역의 경우 텍스트는
3줄, 심화 영역은 6줄이며, 텍스트는 1.5초의 간격으로 한 줄씩 제시되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모든 문제에서 사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에
응답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었으며,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임의로 찍거나, 못풀고 임의로 찍어서 정답을 맞히는 것을 방지하고
자 풀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못풀겠어요. 다음 문제로’의 버튼을 누
르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풀지 못한 경우는 오답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임
의로 대답하여 수행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못풀겠
어요. 다음 문제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되며 응답하지 않아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으로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설계하였다.
시간 제한 조건은 사전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
에 재학 중인 10명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기본 영역
과제는 8명의 학생이 과제를 모두 수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심화 영역은 4
명의 학생이 과제를 모두 수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4가지 과제의 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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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설정하였다. 이 때 사전 실험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이 학생들이 자유
롭게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있음을 알고 집중해서
과제를 수행한다면 충분히 과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과제
를 수행하기 전 4가지 과제의 제한 시간을 고지 받았고, 과제를 풀다가 제
한 시간이 끝나기 몇 초전 시간 종료에 대한 알림을 고지 받았다. 남은 시
간을 계속 확인하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시간 압박을 가할 경우, 시간 제약
이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그 영향이 커질 가
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제약 조건은 과제 수행 전 고지되
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시간 압박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았다.

다. 실험 절차

본 과제 수행의 경우 사전 동의서를 통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권유되었으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만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러한 저부담 검사의 경우, 과제 수행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과제의 중요성 )을 설명하고 실험을 시작하였
다.
모든 실험이 한 반 단위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제 및 설문 수행은 exe 형
식의 실행 파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컴퓨터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
교 컴퓨터실에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프레이밍 조건은 한 반당 한 조건으
로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실험은 연구자 1인과 보조 연구자 2명이 진행하
였다. 앞에서 연구자가 사전 설문 및 과제를 설명할 때 모든 학생들이 자
신의 컴퓨터화면과 교실 앞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같이 볼 수 있었다. 실
험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행자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
하면서 먼저 끝난 학생들과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모니터링 하였다.
먼저, 사전검사 단계에서 참여자에게 간단한 설문이 있으며, 이 설문은
5

) 실제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대입 적성검사의 논리추론영역의 문제를 활용
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유형은 실제로 대입 적성검사, 전문대학원 시험 및 대기업 적성
검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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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소개 화면(연구 1)

[그림 ]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면 된다고 고지하였다. 그리고 설문 후에
는 빈 칸 채우기 과제와 추론 과제 각각의 연습문제를 통해 문제를 설명
하고 각각의 과제에 대한 사전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한 참여자가 모두 40문제를 풀어야하며, 각각의 단계에 제한 시간이 있
으므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은 4단
계에 걸쳐 10문제씩 문제를 풀고 각각 제한 시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며, 과제 수행 후 설문에 응답한 후 모든 과제가 종
료되었다.
모든 참여자의 전체 실험 절차는 동일했으며, 피드백 조건에 따라 지시
문과 피드백이 나오는 조건 등이 다르게 설정되었다. 동일한 텍스트로 빈
칸 채우기와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사전에
고지할 경우, 다음에 동일한 내용으로 또 문제를 풀게 될 것을 기대할 경
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처리 방식 및 노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효식, 2013; Szpunar, McDermott, & Roediger, 2007). 본 연구
의 목적은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빈 칸 채우기와 추론 과제를 수행하게
했을 때, 피드백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통제하였다.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사후 설명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 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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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전체 실험 절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 절차(연구 1)

<

절차
사전검사 실시 및 실험 설명
(과제, 피드백, 제한 시간 등)
문장 빈 칸 완성하기 - 기본 10문제
문장 빈 칸 완성하기 - 심화 10문제
내용 판단하기(논리적 추론) - 기본 10문제
내용 판단하기(논리적 추론) - 심화 10문제
사후검사
총

소요시간
10분
제한 시간 4분
제한 시간 4분 10초
제한 시간 9분 30초
제한 시간 12분 30초
5분
40분 10초

라. 실험 처치(manipulation of framing)

프레이밍의 조작은 점수체계 및 지시문,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모
든 학생들은 1대의 컴퓨터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프레이밍에서 제
시되는 지시문 및 조건은 De Dreu와 동료들(1992)에서 사용된 방법을 활
용하였으며 <표 7>과 같다. 과제 수행 전에 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고 실제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맞았습니다”,”틀렸습니다”의 알림창
과 효과음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프레이밍의 조작은 무선으로 반 별로 이
루어졌으며, 과제를 수행하기 전 과제를 푸는 방식과 함께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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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프레이밍 조건별 지시문(연구 1)
프레이밍
지시문
Ÿ 과제 4개의 시작점수는 각각 0점입니다. 한 문제당
10점으로 한 문제 맞을 때마다 10점씩 점수가
올라가며 최대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프레이밍 Ÿ 맞혔을 경우 ‘맞았습니다'의 알림과 함께 효과음이
들릴 것입니다.
Ÿ 왼쪽 하단에 여러분이 정답을 맞힐 때마다 블록이 한
개씩 쌓이게 됩니다.
Ÿ 과제 4개의 시작점수는 각각 100점입니다. 한 문제당
10점으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0점씩 점수가
내려가며 최저 10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프레이밍 Ÿ 틀릴 경우 ‘틀렸습니다’의 알림과 함께 효과음이 들릴
것입니다.
Ÿ 왼쪽 하단에 여러분이 정답을 틀릴 때마다 블록이 한
개씩 사라지게 됩니다.

<

마. 측정 도구
1) 빈 칸 채우기 과제 및 추론 과제(신뢰도  =.83, N=323)

기본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1, 2단계에서는 제시된 문장의 빈
칸을 텍스트에서 그대로 찾아 응답하게 하고, 3, 4단계에서는 크기나 위치
등의 순서를 추론하게 하였다. 과제에서 사용된 텍스트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대입 적성검사의 논리적 추론 과
제의 문항을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학습자들의 사전 학습의 양과
배경지식을 통제하였다.
빈 칸 채우기 기본 영역과 추론 과제 기본 영역의 텍스트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14-140자, 22-34개의 단어들로 구성되며 모두 3줄로
구성되었다. 빈 칸 채우기 심화 영역과 추론 심화 영역의 텍스트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70-300자, 65-75개의 단어들로 구성되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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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줄로 구성되었다. 빈 칸 채우기 문항의 기본, 심화 영역은 각각 [그림 5],
[그림 6]과 같으며, 제시된 문장의 빈 칸을 상자 안 글에서 그대로 찾아서
응답하는 것이었다. 기본에서는 평균 3줄의 텍스트가 주어지고 제시된 문
장의 빈 칸 한 곳을, 심화에서는 평균 6줄의 텍스트가 주어지고 제시된 문
장의 빈 칸 두 곳을 찾아 사지선다 중 하나에 응답하는 것이다.
추론 과제의 경우,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추론하여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다. 추론 과제 기본, 심화 영역은 각각 [그림 7], [그
림 8]과 같으며, 텍스트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여 크기나 위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기본 영역의 경우 3줄의 내용을 한 가지 특성을 순서대
로 추론하였고, 심화 영역은 6줄을 가지고 두 가지 특성을 추론하게 하였
다. 추론 과제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해본 결과, 꽤 복잡
한 수준이며, 연필로 써 가면서 풀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전 검사

가. 과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
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과
제 수행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학습자의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개인
의 동기, 수행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 실제 과제 수행 상
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이다(Bandura, 1997; 2006).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 빈 칸 채우기 과제와 추론 과제의 기본,
심화의 2개의 연습 문제를 통해 문제를 접하고 푸는 방법을 설명한 후, 과
제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 척도는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Pintrich & De Groot, 1990)와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urvey (PALS; Midgley et al., 1996)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
면, 이 과제에서 주어지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나는 이 과제
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나는 이 과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등의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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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빈 칸 채우기 과제- 기본 영역(연구 1)

6 빈 칸 채우기 과제- 심화 영역(연구 1)

[그림 ]

- 50 -

7 추론 과제-기본 영역(연구 1)

[그림 ]

[그림 8]

추론 과제 심화 영역(연구 1)

도는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
게 하였으며, 빈 칸 채우기 과제의 지각된 효능감의 신뢰도는 
=.91(N=323), 추론 과제의 지각된 효능감의 신뢰도는  =.94(N=323)이었다.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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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수행 중 학습자 동기 행동

가. 임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 behavior)
대학교나 고등학교 입시와 같이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high-stakes), 대
부분의 피험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부
담 검사일 경우,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 동기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제대로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을 들여
임의로 응답하거나 건성으로 응답할 수 있다(Wise & Kong, 2005)이러한
임의적 응답(rapid guessing behavior)은 검사 수행 상황에서 문항의 특성
에 상관없이 문항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을 말하며(Meijer, 2003), 이러한
임의적 응답 행위가 많다는 것은 동기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임의로 응답하는 행동의 정도가 프레이밍 조건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임의 응답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반응시
간에 들인 노력(RTE; Response Time Effort)을 통해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들인 노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반응 시간은 피험자가 검사를 수행하면서 한 문항에 들이는
시간을 의미한다(Lee & Chen, 2011). 반응 시간의 데이터는 학습자의 주의
를 불필요하게 끌지 않으며(unobtrusive), 비반응적이다(nonreactive)(Wise
& Kong, 2005). 즉,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반응 시간이 기록되고 있음을 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반응 시간은 과제 수행 과정의 직접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험자가 자신의 동기 수준을 판단에 의해 보고하는 것이 아닌, 수행 과정
그대로의 기록인 것이다. 과제 수행 후 동기 보고의 경우, 개인의 동기적
판단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제 수행 중 변화하는 동기 수준
을 한 번에 뭉뚱그려 보고하기 때문에 자료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Wise &
Kong, 20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기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응 시
간을 통해 임의로 응답하기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임의로 응답하기의
경우, 반응 시간을 통한 방법 중 학습자의 텍스트 처리 방법 및 양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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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저선을 설정하는 표면적 특징의 기준에 의한 기저선 방법(Surface
feature rule-based thresholds; Kong et al., 2007)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표면적 특징의 기준으로 문제의 어려움, 문장의 길이, 문제의 변별
도(Bergstrom, Gershon, & Lunz, 1994; Halkitis & Jones, 2006) 등 문제
해결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문장 빈칸 채우기 과제와 추론
과제의 경우 기저선을 설정한 기준이 달랐는데, 빈칸 채우기 과제의 경우
텍스트가 한 줄씩 1.5초의 간격으로 총 3줄이 제시되어, 모든 텍스트와 문
제가 보이는 시기는 4.5초로, 이 때가 최초 응답 가능한 시기이다. 심화의
경우 1.5초씩 제시되어 총 6줄이 제시되어 모든 텍스트와 문제가 보이는
시기인 9초가 응답 최소 시간이었다. 빈칸 채우기 과제의 경우 제시된 문
장을 상자 안에서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문장이 하나씩 제시될 때, 파악
이 가능하여 문제 풀이 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을 감안하여 임의
응답 시간의 기저선은 기본은 최소 응답 가능 시간보다 .5초 후인 5초, 심
화영역은 텍스트가 모두 제시되고 최소 응답 가능 시간의 1초 후인 10초
로 설정하였다. 추론 과제의 경우 빈칸 채우기 과제와 달리, 문제에 바로
응답할 수 있어 응답의 최소 시간은 0초인데, 변별과제에 비해 문제 해결
에 많은 시간이 걸림을 감안하여, 문장이 3줄인 기본은 5초, 6줄인 심화는
10초로 기저선을 설정하였다. 이 기저선 아래의 응답 시간을 보인 문항의
경우 임의로 응답했다고 보고 임의 응답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문항별 응답 최소, 최대 시간 및 평균 시간을 확인하
였으며(부록 3 참조), 각 기저선을 기준으로 개인의 임의 응답 문항을 확
인하였다.
나. 문제를 풀고자 시도한 수(The number of trials)
문제를 푸는 시도 수는 학습자가 얼마나 접근적으로 과제를 풀고자하는
지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득 프레이밍이 향상 초점(promotion
focus)과 접근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Foster et al.,, 2001;
2003; Higgins, 1987, 1997), 제한된 시간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많은 시도 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고, 본 연구의, 1-4 단계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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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문제를 풀고자 시도한 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시간 제약 상황에서 시도 수의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날
경우, 이는 프레이밍 조건의 반응 시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 간 시도 수의 차이가 나타날 때, 이와 밀접
하게 연관되는 반응 시간을 확인하였다. 피험자가 1-4 각각의 단계에서 평
균적으로 한 문항에 응답한 시간과, 정답을 맞혔을 경우 한 문항에 평균적
으로 소요된 시간을 산출하였다. 아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오답
반응을 보인 경우와 정답 반응을 보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 평균 반응 시
간에 비해, 정답을 보고하는데 걸린 평균 반응 시간에서 실험의 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사후 검사: 과제 수행 동기(test taking motivation)

과제 수행 후 참가자들에게 학생 의견 척도(Student Opinion Scale;
SOS) 척도를 통해 과제 수행 동기를 보고하게 하였다. 학생 의견 척도는
Sundre(1999)가 제작한 것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들인 노력과 과제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성향으로 평소 삶의 동기
수준이 아니라 특정 검사를 수행하면서 들인 피험자의 노력 및 동기 수준
을 알아보고자 하는 척도이며(Sundre, 1999; Wise & Kong, 2005), 본 연
구에서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 4문항(예:“이 검사를 잘 치르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다.”, “나에게 이 검사는 중요한 테스트였다.” 등)과 과제 수
행의 중요성 인식의 4문항(예: “나는 최선을 다해 이 검사를 치렀다.”, “나
는 검사를 치르는 내내 열심히 했다.”)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79(N=323)으로 나타났다.

5) 수행 점수(performance score)

수행 점수는 과제 수행 전 학습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한 문제당 10점으
로 계산되었고, 한 학습자당 4개의 과제별 점수(빈 칸 채우기 과제 기본,
심화, 추론 과제 기본, 심화)와 과제 유형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학습자가
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찍어서 정답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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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못풀겠어요. 다음 문제로’를 클릭한 경우 오답 처리하였다.

바. 분석 방법

한 개인이 4번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반복 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MANOVA)을 통해 전체 4번 측정으로 수행 점수, 시
도 수에서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과제 유형
별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여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시도 수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경우 반응 시간
으로 인한 차이일 수 있으므로 반응 시간을 더불어 분석하였다.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 응답의 정도와 과제 수행 동기에서 프레이밍 조
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변량 분산분석은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 동기의 경우 과제 수행 노력과 과제
중요성 인식 등 하위 구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확
인하고자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박현정, 2005).

4. 연구 결과
가. 분석 단위 설정

긍정적 피드백과 지시문을 통해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 집단과 부정적 피
드백과 지시문을 통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과제 수행 점수의 경우, 빈 칸 채우기 과제의 기본 영역, 심화 영역 각각
10문제씩 총 200점이며, 추론 과제 기본 영역, 심화 영역도 동일하다. 한
개인이 과제 유형(2가지) 및 난이도 조건(2 단계)로 총 4가지를 경험하는
개인 내 반복 측정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MANOVA)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시도 수, 임의 반응의 경우, 반응 시간은 4단계 각각의 값을 산출하였다.
반응 시간은 특히, 4단계별로 문항당 평균 시간, 정답을 맞힌 경우의 평균
- 55 -

시간을 산출하여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나. 조작 체크 검정

프레이밍 조건별로 지시문과 피드백 제시 조건이 다르게 제공되었다. 프
레이밍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과제 수행 후, “내가 과
제를 수행하면서 (맞혔을 때 블록이 쌓였다, 틀렸을 때 블록이 사라졌다)”,
“내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맞혔을 때, 틀렸을 때) 알림이 떴다.”의 문장에
자신의 조건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체크 결과, 실험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34명은 삭제하고 총 32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다. 사전 동질성 검증

두 프레이밍 조건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과제 효능감 검
사를 실시했다. 빈 칸 채우기 과제와 추론 과제 각각의 사전 과제 효능감
검사를 시행했으며,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빈칸 채우기 사전 효능감 F =.95, p=.33; 추론 과제 사전
효능감 F =.01, p=.93).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간주하였
다.
표 8> 사전 과제 효능감의 기술통계치(연구 1)
빈칸 채우기
추론 과제
사전 효능감
사전 효능감
프레이밍
n
M
SD
n
M
SD
긍정적
160
3.65
.82
160
3.57
.83
부정적
163
3.60
.80
163
3.55
.83
합계
323
3.62
.81
323
3.56
.83

<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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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
1) 임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 behavior): 가설 1-1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는 한 명당 4개의 과제, 총 40문항에 응답하였
으며, 뒤로 갈수록 어려운 추론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임의로 응답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임의로 응답
하는 것은 학습자의 과제 수행 동기가 낮아,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빠
르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의 응답의 빈도를 문항별로 정리
한 결과, 과제 수행 후반부로 갈수록 임의로 응답하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자가 보인 임의 응답의 총 빈도수는 517번이며, 이 중
정답 반응은 99번으로 약 20퍼센트이며, 이는 임의 응답의 정답률이 우연
으로 맞힐 확률6)과 비슷하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Wise & Kong,
2005).

표 9> 임의 응답의 문항별 빈도(연구 1)- 빈칸 채우기 과제
빈칸 채우기
기본
심화
문 1-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총
항
빈 0
0 0 3 3 2 4 5 4 3 3 27
도
<표 10> 임의 응답의 문항별 빈도(연구 1)- 추론 과제
추론 과제
기본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총
빈도 3 8 15 12 11 8 10 12 16 12 107
<

심화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빈도 20 25 34 35 35 37 40 39 58 60

총
383

6) 연구 1에서는 사지선다의 선택형과 못풀겠다는 포기 옵션으로 총 5가지의 선택형이
있었고 정답은 하나이므로 정답률은 약 20퍼센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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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프레이밍 조건 간 과제 유형에 따른 임의 응답 평균 및 최소,
최대 빈도 및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빈 칸 채우기 과
제에서는, 임의 응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부터 최대 8번의 임의 응답
이 나타났으며, 추론 과제에서는 역시 한 번도 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개
인부터 최대 20번까지 임의 응답을 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40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6회의 임의 응답이 나타났다. 임의 응답
의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추론 과
제 심화 영역에서 나타난 임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그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F =6.23, p=.01).
표 11>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 응답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연구 1)
과제 난이도 프레이밍 n M SD F
p 최소
160 .00 .00 .00
빈칸 기본 긍정적
부정적 163 .00 .00
.00
채우
160 .05 .33 .91 .341 0
기 심화 긍정적
부정적 163 .12 .82
0
긍정적 160 .45 1.67 2.36 .125 0
기본
부정적 163 .21 1.01
0
추론
과제 심화 긍정적 160 1.54 2.90 6.23 .013 0
부정적 163 .83 2.16
0
<

최

대
.00
.00
3
8

10
8

10
10

데 이러한 임의 응답 반응의 경우, 피험자가 실험에 성실하게 응답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다(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특히 추론 과제의 대부분을 임의 응답한 학습
자들의 경우 본 실험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 응답을 3번 이상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 44명7)
그런

7) 연구 1에서는 개인이 사지선다 중 번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
조였으며, 실험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참여자들이 실수로 클릭하거나 마우스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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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29명, 부정적: 15명)을 제외하고, 2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였다.

2) 시도 수: 가설 1-2

임의로 응답한 44명을 삭제한 후, 과제 수행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영향
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도 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반
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ANOVA)을 시행하였다.
한 참여자마다 과제 유형 두 가지와 난이도 두 단계, 총 4가지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만약 제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오답 처리가 되며 다음 단계
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학습자가 문제를
풀고자 시도한 수를 계산하였으며, 과제 유형 2가지 X 난이도 2 단계, 총
4번의 개인 내 측정을 통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시도
수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프레이밍 조건 간 시도 수 평균 및 표준 편차(연구 1)
빈칸 채우기
추론
M (SD )
M (SD )
프레이밍
기본
심화
기본
9.44
7.93
9.63
긍정적
(n=131)
(1.55)
(2.30)
(.96)
부정적
8.98
7.41
9.07
(n=148)
(2.04)
(2.29)
(1.50)
9.20
7.66
9.33
전체
(1.83)
(2.31)
(1.30)

<

심화

.0
(1.35)
8.24
(1.62)
8.51
(1.52)
88

분석에 앞서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
조절이 되지 않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
우들이 있어서 1-2번 임의 응답한 경우들은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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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49.96으로 p< .001수준에서 유의하였기 때
문에 두 유형의 프레이밍 조건 간 변량-공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
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13> 참조), 시도 수에서 프레이밍 조건의 주
효과는 유의했다( =13.72, p<.001). 하지만 프레이밍 조건과 과제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09, p= .77), 시도 수의 프레이밍과 난이도의 상호작용
효과( =.03, p= .86)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시도 수의 유형 x 난이도 x 프
레이밍의 상호작용 역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03, p= .86).
표 13> 시도 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연구 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개인 간
76.53
1
76.53
13.72
프레이밍
1545.44
277
5.60
오차
개인 내
67.58
1
67.58
19.29
과제 유형
1
.31
.09
과제 유형 * 프레이밍 .31
970.41
277
3.50
오차
388.31
1
388.31 235.05
난이도
.06
1
.06
.03
난이도 * 프레이밍
457.62
277
1.65
오차
1
35.54
20.76
과제 유형 * 난이도 35.54
프레이밍 * 과제
.06
1
.06
.03
유형* 난이도
1.71
오차
474.10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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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
.000
.765
.000
.856
.000
.858

다음으로 과제 유형별로 시도 수의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빈칸 채우기 과제 시도 수의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 값이 13.61로 p=.004로 유의하여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
량-공변량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빈칸 채우기 과제에서 시도 수의 프레이밍의 주효과
는 유의했고( =5.49, p=.02).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
았다( =.04, p=.83).
다음으로 추론 과제 시도 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변
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26.04 로 p<.001로 유의하여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
량-공변량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추론 과제에서 시도 수의 프레이밍 주효과는 모두 유
의했으나( =14.57, p<.001),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
았다( = .00, p=1.00).
위의 분석 결과, 프레이밍 간 시도 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차이가 반응시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반응 시간
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반응 시간의 기술 통계는 <표
14>와 같다. 한 개인이 총 4가지 단계에서 과제를 수행했으며, 각 단계별
로 문항당 평균 응답시간과 정답 반응에 걸린 시간의 평균을 구했다.

- 61 -

표 14> 반응 시간의 기술 통계치(연구 1)
빈칸 채우기
기본
심화

<

( )

M SD

문항

긍정적

평균 부정적
전체
당

긍정적

정답
반응 부정적
전체

18.22
(10.69)
22.66
(16.07)
20.58
(13.96)
18.16
(10.93)
22.00
(15.80)
20.19
(13.83)

( )

M SD

32.57
(16.31)
35.81
(20.21)
34.29
(18.52)
32.55
(17.38)
34.50
(19.87)
33.58
(18.73)

기본

( )

M SD

47.49
(13.33)
54.53
(19.31)
51.22
(17.11)
47.77
(15.29)
52.88
(17.26)
50.46
(16.53)

추론
심화

( )

M SD

76.95
(19.56)
85.90
(23.97)
81.70
(22.42)
78.41
(21.27)
87.69
(22.54)
83.33
(22.40)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 평균 반응 시간과 정답 반응의 평균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MANOVA)을 실시하였다. 평균 반응시간과 정답 반응 시간의 변량-공변
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134.75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변량-공변량이 이질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
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평
균 반응 시간과 정답 반응 시간 모두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미했다(평
균 반응 시간:  =14.85, p<.001, 정답 반응 시간:  =10.85, p=.001). 하지만,
유형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평균반응시간 F =3.39,
p=.07; 정답 반응 시간 F =2.92, p=.09),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도 유
의하지 않았으며(평균반응시간 F =.25, p=.62;정답 반응 시간 F =.66, p=.42).
유형과 난이도, 프레이밍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평균반응시간
F =2.71, p=.10; 정답 반응 시간 F =2.7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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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별로 평균 반응 및 정답 반응시간의 반복 측정 분석을 시행하
였다. 먼저, 빈칸 채우기 과제 반응 시간의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Box’s M 검
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 값이 95.95로 p<.001로 유의하여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량-공변량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빈칸 채우기 과제에서 평균 반응 시간에
서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나(F =4.56, p=.03), 정답 반응 시간에서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 =2.66, p=.10). 난이도와 프레이밍
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평균반응시간: F =.72, p=.40;정답 반
응 시간: F =.49, p=.48).
다음으로 추론 과제 반응 시간의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Box’s M 검증을 실시
한 결과, Box's M 값이 34.85로 p<.001로 유의하여 프레이밍 두 집단 각
각에서 변량-공변량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추론 과제에서 평균 반응 시간과 정답 반응 시간에
서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나(평균반응시간 F =13.34, p< .001; 정답
반응 시간 F =12.15, p=.001),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평균반응시간: F =1.12, p=.29; 정답 반응 시간: F =2.10, p=.15).

라. 프레이밍이 자기보고식 과제 수행 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다음은 프레이밍이 자기보고식 과제 수행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먼저, 과제 수행 동기의 기술 통계와 프레이밍 조건 간 다변량 분산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과제 수행 동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 =4.49, p=.04), 특히 과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F =3.91, p=.049).

- 63 -

표 15>과제 수행 동기의 프레이밍 간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연구 1)
프레이밍 n
M
SD
F
p
과제 긍정적 131 3.54
.64
수행
4.49 .035
과 동기 부정적 148 3.39
.51
제
.80
수 과제 긍정적 131 3.20
3.91 .049
행 중요성 부정적 148 3.02
.72
동
.67
기 과제 긍정적 131 3.88
1.97 .161
노력
부정적 148 3.76
.67
(5점 척도)

<

마.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 결과에 미
치는 영향(가설 3)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인이 과제 유형 2가지와 유
형별로 각각 기본, 심화로 이루어진 총 4 단계의 과제를 시행하였으므로,
각 점수를 2*2의 개인 내 반복측정과 개인 간 프레이밍 2조건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각 단계별 수행 점수의 기술 통계는 <표 16>과 같다.
표 16> 프레이밍 조건 간 수행 점수 평균 및 표준 편차(연구 1)
빈칸 채우기
추론
기본
심화
기본

<

긍정적
(n=131)
부정적
(n=148)
전체

( )

M SD

7.63
(18.56)
83.58
(26.60)
85.48
(23.22)
8

( )

M SD

71.83
(27.45)
65.74
(28.88)
68.60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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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SD

71.45
(20.31)
65.74
(22.86)
68.42
(21.85)

심화

( )

M SD

60.99
(20.11)
57.50
(21.44)
59.14
(20.86)
(100점 만점)

먼저, 수행 점수의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22.11로 p=.02 수준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량-공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
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프레이밍이 수행 점
수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했으나( =5.26, p=.02), 과제 유형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03, p =.86),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00, p=.96), 프
레이밍 x 과제 유형 x 난이도의 상호작용( =1.29, p=.26)이 유의하지 않았
다(<표 17> 참조).
표 17> 과제 유형에 따른 수행 점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연구 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개인 간
1
프레이밍
6498.59
6498.59 5.26
오차
342061.81 277
1234.88
개인 내
1
과제 유형
48991.75
48991.75 101.22
1
과제 유형 * 프레이밍 15.41
15.41
.032
오차
134066.49 277
484.00
1
난이도
47593.39
47593.39 173.01
1
난이도 * 프레이밍
.55
.55
.00
오차
76198.55 277
275.09
1
과제 유형 * 난이도 3876.68
3876.68 15.88
프레이밍 * 과제
1
313.96
313.96
1.29
유형* 난이도
오차
67608.80 277
244.08

<

p
.02
.00
.86
.00
.96
.00
.26

다음으로, 각 과제 유형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빈칸 채
우기 과제 기본 영역, 심화 영역의 개인 내 2번 측정의 구조를 통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빈칸 채우기 과제 수행 점수의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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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19.38로 p<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량-공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
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 값 및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프레이밍이 빈칸 채우
기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수행 점수에 미치는 주효과는 경향성만 나타났
으며( =3.50, p= .06),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았
다( =.46, p =.50).
다음으로 추론 과제에서 난이도에 따른 수행 점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시행하였다. 먼저, 수행 점수의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2.10로 p=.56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변량 공변량이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지 않았
다. 본 분석 결과, 과제 수행에서 추론 과제 난이도에 따른 프레이밍의 주
효과는 유의했으며( =4.22, p = .04), 난이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은 나
타나지 않았다( =.8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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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과제 수행 과정과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과제
유형에 따라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실
험 결과,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행
결과와 자기보고식 동기를 보였으며,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과제 유
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과제 수행의 후반부인 추론 과제의 심화 영역에서 긍정적 프레이
밍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임의 응답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
설 1-1이 지지되었다. 임의로 응답하기의 경우, 과제 수행 초반보다 후반
에서 매우 높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 추론 과제 기본 영역의 경우 평균
.33번이었지만, 추론 과제 심화 영역의 경우, 1.19 정도였다. 이는 한 참여
자가 총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기본의 경우 평균이 68.42, 심
화의 경우, 평균 점수가 59.14로 후반부로 갈수록 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
다. 게다가, 저부담 검사로 과제의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임의로 응
답하기 반응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Wise & Kong, 2005). 그런데 특히,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조건에 비해 이러한 임의로 응답하기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프레이밍의
실패에 대한 경계 특성(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Tversky & Kahneman, 1981) 때문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문제
에 임의로 응답할 경우, 정답일 확률이 우연의 확률 정도로 낮다(Wise &
Kong, 2005). 따라서, 틀려도 피드백을 받지 않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서, 오답일 경우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이러한
임의 응답 반응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자 시도
8

) 빈칸 채우기 과제의 경우, 텍스트 제시 시간으로 인해, 임의로 응답하기 행동의 기
저선 설정 및 실제 임의로 응답하기 반응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연속적인
오답이 나타나는 반응이 거의 없었던 반면, 추론 과제 기본 영역, 심화 영역에서는 짧
은 시간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틀리는 오답 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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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이
는 긍정적 프레이밍에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접근적이라는 기존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rowe & Higgins, 1997; Forster et al., 2003;
Friedman & Forster, 2001; Liberman et al.,1999). 또한 시간 제약 상황에
서 이러한 높은 빈도의 시도 수가 반응 시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
고 반응 시간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문항당 평균 반응
시간과 정답을 응답하는데 걸리는 반응 시간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과제 수행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와 일치
하며(Forster et al., 2003), 제한 시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짧은 평균 반응
시간이 더 많은 시도 수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레이밍은 자기보고식 과제 수행 동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제 수행
동기의 경우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긍정적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보고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학습자의 내재적 흥미 및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
구와 일치한다(Fishbach & Finkelstein, 2011). 반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
에서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를 낮게 보고한 것은 낮은 수행 결과를 자신의
동기 수준이 낮았기 때문으로 귀인함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자기
고양 편파(self-serving bias)로도 설명될 수 있다(Sanchez et al, 2000). 즉,
학습자들이 과제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이를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노력을 덜했다고 귀인함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Pintrich & Schunk, 2002).
또한 시간 제약 상황에서 과제 유형에 따라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2가지 과제를 수행하면
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정답을 응답하는 반응 시간이
짧았고 수행 결과가 높았으나, 각 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단순한 변별 과제인 빈칸 채우기 과제(1, 2단계)에서는 프레
이밍 간 정답 반응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수행 점수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복잡한 추론 과제(3, 4단계)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정답을 응답하는데 걸리는 반응 시간이 부정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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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고, 수행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
응 속도(response speed)가 응답의 정확성만큼 중요한 능력의 지표라는 선
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Berger, 1982; Eysenck,
1982), 특히, 시간 제약 상황에서 단순 평균 응답 시간보다 정답의 반응 시
간이 수행 점수와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통해, 특히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수행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
설 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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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2 :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주제

연구 1의 실험 결과,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 학습자
들의 반응 시간이 유의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어진 시
간 동안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많은 문제 풀기를 시도했으며, 수행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수준의 인지 처리가 요구되며 보다 긴
반응 시간이 걸리는 추론 과제에서 두 프레이밍 조건 간 반응 시간의 차
이가 유의했고, 수행 결과의 차이도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 에
서는 연구 1의 프레이밍 간 수행 결과의 차이가 반응 시간으로 인해 나타
나는 것이라고 보고, 시간 제약이 없을 경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가설

연구 1의 실험 결과, 제한된 시간 상황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풀며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수준의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
건의 학습자들은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정답을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고 수행 결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조건에 비해 빠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과제 수행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프레이밍 간 수행 결과의 차이는 시간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연구 1에서 임의 반응 행동(rapid-guessing behavior)의 경우, 3단
계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4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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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나타났다. 이는 과제 수행이 장기화될 때 학습자들의 동기 수준이 하
락하여 임의로 응답하는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연구 2 에
서는 연구 1과 달리, 학습자들이 풀어야할 문제는 총 2단계로 연구 1의
1/2 수준이며, 시간 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의 반응이 거의 나타나
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라고 보았다.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의 경우, 연구 1과 같이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정서 및 동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실패 피드백으로 인한 귀인 경향으
로 인해(Fishbach & Finkelstein, 2011; Pintrich & Schunk, 2002),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 2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1. 시간 제약이 없고 길지 않은 과제 수행 상황에서 프레이밍 조건 간 임
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보다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가 높을 것이다.
3.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프레이밍 조건 간 수행 결과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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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연구 참가자

연구 1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여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23명, 강남구에 위치한 중
학교에 재학 중인 32명, 관악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02명, 총
157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조작 체크 결과 3명이 삭제되어 154
명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각 프레이밍 조건별 분포는 <표 18>과 같다.
표 18> 실험 참여자의 프레이밍 조건별 분포(연구 2)
긍정적 프레이밍
부정적 프레이밍

<

남자
여자
전체

n

23
47
70

%

32.86
67.14
100

n

43
41
84

%

1.19
48.81
100
5

전체
66
88

154

나. 과제 구성

실험 참가자들은 추론 과제의 기본 영역, 심화 영역의 2 조건에 참여하
여, 1) 추론 과제 기본 영역 2) 추론 과제 심화 영역의 순서로 과제를 수행
하였다. 각각의 과제는 10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총 20문제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모든 문제에서 사지선다에 응답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으
로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설계하였다.

다. 실험 절차

든 실험이 한 반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프레이밍 조건은 한 반당 한
조건으로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모든 과제 수행은 exe 프로그램으로 제작
되어 컴퓨터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실험에 참여하
였다.
실험은 연구자 1인과 보조 연구자 2명이 진행하였다. 앞에서 연구자가
사전 설문 및 과제를 설명할 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컴퓨터화면과 교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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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같이 볼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사전 검사와
함께, 기본능력 문제 3문제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드백에 대해 설명한 후, 과제 수행을 하도록 하
였으며, 수행 후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진행자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먼저 끝난 학생들과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모니터링 하였다.
연구 1과 다르게, 연구 2에서는 시간제한이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과
제의 종료 시점이 학생들마다 달랐으며, 모두 45분 내로 종료되었다. 실험
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사후 설명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 과 실험의 내
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앞

전체 실험 절차는 <표 19>와 같다.
표 19> 실험 절차(연구 2)
절차
과제 설명 및 사전검사 실시
(과제 가치, 과제 효능감 등)
기본능력테스트 3문제
피드백 및 점수 구성 설명
내용 판단하기(논리적 추론) - 기본 10문제
내용 판단하기(논리적 추론) - 심화 10문제
사후검사
총

<

소요시간
10분
5분
3분
제한 시간 없음; 대략 5분
제한 시간 없음; 대략 10분
5분
38분

라. 실험 처치(manipulation of framing)
프레이밍의 조작은 연구1과 동일하게 점수체계 및 지시문, 효과음과 알
림 등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학생들은 1대의 컴퓨터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프레이밍의 조작은 무선으로 반 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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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정 도구(신뢰도  =.75; N =154)
1) 추론 과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대입 적성검사의 논리적 추론 과제의 문항을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
였다. 연구 1에서 사용된 추론 문제를,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기본 영역, 심화 영역의 예시 문제는
[그림 9] [그림 10]와 같으며, 텍스트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여 크기나 위치
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기본 영역의 경우, 65-120자(공백 포함)이
며, 9)순차적 서열 추론 문제였다. 심화 영역의 경우, 102-184자(공백 포함)
이며, 10)비순차적인 서열 추론 문제였다.

9 추론 과제 기본 영역(연구 2)

[그림 ]

9) 문장의 순서대로 서열을 추론하는 것(이재분 외, 2000)
10) 문장이 차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을 파악하여 서열을 추론하는 것(이재분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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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전 검사

10] 추론 과제 심화 영역(연구 2)

가. 과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각 과제에 대한 효능감을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이다(Bandura, 1997; 2006).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한
후, 과제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 척도는 연구 1과 같이,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Pintrich & De
Groot, 1990)와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urvey (PALS; Midgley
et al., 1996)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92이었다(N=154). 연구 2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반응을 확인하고자 모두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과제 가치(task value)
연구 1처럼 연구 2 역시 저부담 검사이며, 자율적으로 사전 동의서를 통
해 실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중요할
수 있다. 과제 가치는 과제가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용한지를 평가
한 것으로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Pintrich et al., 1991).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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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과제에 대해 높은 가치를 느끼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동기와
몰입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Pintrich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과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Pintrich et al. (1991)의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중, 과제 가치 문항 5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이 과제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제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의 문항 등으로 이루
어졌으며, 신뢰도는  =.82 이었다(N=154).
다. 동기 유형(motivation type)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득 프레이밍은 접근 동기를, 손실 프레이밍은
회피 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Forster et al., 2003; Higgins,
1987, 1997). 연구 2에서는 이러한 동기 유형의 개인 차이가 프레이밍에 따
라 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동기 유형 척도를 통해 개인의 동
기 유형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 동기 척도(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봉미미 외, 2012) 중 동
기 성향(Motivational Disposition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전 성
향과 안전 성향으로 동기 유형을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도전
성향  =.68, 안전 성향  =.77(N=154)이었다.
라. 기본 능력 검사
연구 2에서는 프레이밍 조건이 동질적인 능력을 가진 집단임을 확인하
기 위해,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추론 문제의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기
본 능력 검사 3문항을 시행하였다.

3) 과제 수행 중 학습자 동기 행동

가. 임의로 응답하기(rapid- guessing behavior)
연구 2 역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저부담 검사이므로, 과제 수행 동기가
낮은 경우, 연구 1에서처럼 제대로 검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짧은 시
간을 들여 임의로 응답을 할 수 있다(Wise & Kong, 2005). 이러한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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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random responding)은 검사 수행 상황에서 문항의 특성에 상관없이
문항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을 말하며(Meijer, 2003), 이러한 임의적 응답
행위가 많다는 것은 동기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Wise & Kong, 2005).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응답하는 행동의 정도가 프레이밍 조건 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표면적 특징의 기준에
의한 기저선 방법(Surface feature rule-based thresholds; Kong et al.,
2007)을 통해 학습자의 텍스트 처리 방법 및 양을 기준으로 기저선을 설정
하고 이를 통해 임의로 응답하기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나. 반응 시간(Response Time)
반응 시간은 피험자가 검사를 수행하면서 한 문항에 들이는 시간을 의미
한다(Lee & Chen, 2011). 연구 1 실험 결과, 프레이밍 조건 간 반응 시간
의 차이가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 2에서도 반응 시간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1-2 각각의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항에 응답한 시간과, 정답을 맞혔을 경우 한 문
항에 평균적으로 소요된 시간을 산출하였다. 아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오답 반응을 보인 경우와 정답 반응을 보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 평
균 반응 시간에 비해, 정답을 보고하는데 걸린 평균 반응 시간에서 실험의
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사후 검사: 과제 수행 동기(test-taking motivation)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과제 수행 후 참가자들에게 학생 의견 척도
(Student Opinion Scale; SOS) 척도를 통해 과제 수행 동기를 보고하게 하
였다. 과제 수행 동기는 과제 노력 4문항과 과제 중요성 4문항, 총 8문항으
로 구성되며, 과제 노력의 신뢰도는  =.92(N=154), 과제 중요성의 신뢰도
는  =.76(N=154), 전체 신뢰도는  =.86(N=154)나타났다.
5) 수행 점수
수행 점수는 과제 수행 전 학습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한 문제당 10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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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되었고, 기본 영역, 심화 영역 각각 10문제로, 총 20문제, 200점이었
다.

바. 분석 방법

한 개인이 2번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반복 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MANOVA)을 통해 수행 점수와 반응 시간에서 프레
이밍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
응답하기와 과제 수행 동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분석 단위 설정

임의로 응답하기의 경우, 표면적 특징의 기준에 의한 기저선 방법
(Surface feature rule-based thresholds; Kong et al.,, 2007)을 통해 학습자
의 텍스트 처리 방법 및 양을 기준으로 기저선을 설정하였다. 연구 2에서
도, 문제해결의 특성과 문장의 길이(Bergstrom, Gershon, & Lunz, 1994;
Halkitsis et al., 1996)를 고려하고 평균 반응 시간을 참고하여 기본 영역의
경우, 5초, 심화 영역의 경우 10초로 설정하였다.
먼저, 각 문항별 응답 최소, 최대 시간 및 평균 시간은 부록 6과 같으며,
각 기저선을 기준으로 개인의 임의 응답 문항을 확인하였다.

나. 조작 체크 검정

본 실험에서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프레이밍 조건별로 지시문과 피드
백 제시 조건이 다르게 제공되었다. 프레이밍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를 알기 위해 과제 수행 후, “내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맞혔을 때 블록이
쌓였다, 틀렸을 때 블록이 사라졌다)”, “내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맞혔을
때, 틀렸을 때) 알림이 떴다.”의 문장에 자신의 조건이 무엇인지 응답하도
록 하였다. 조작체크 결과, 3명을 삭제하고 총 154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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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 동질성 검증

두 프레이밍 조건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기 성향 검사, 과제
효능감, 과제 가치, 기본 능력 검사를 실시했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20>과 같이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20> 프레이밍 조건 간 사전 검사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연구 2)
프레이밍 n
M
SD
F
p
긍정적 70 4.50
.75
도전
.01
.92
부정적 84 4.51
.60
동기 성향
성향 안전
긍정적 70 3.67 1.04
.05
.82
성향
부정적 84 3.64
.82
긍정적 70 4.45 1.00
과제 효능감
.27
.60
부정적 84 4.52
.79
긍정적 70 4.38
.82
과제 가치
.92
.34
부정적 84 4.25
.80
긍정적 70 27.29 6.12
기본 능력
.20
테스트
부정적 84 25.83 7.64 1.65
(6점 척도)

<

라.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임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
behavior) (연구 가설 1)
1) 임의로 응답하기(rapid-guessing behavior)

연구 2에 참여한 학습자는 한 명당 2개의 과제, 총 20문항에 응답하였으
며, 뒤로 갈수록 어려운 추론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제
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임의로 응답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임의 응답의 빈도를 문항별로 정리한 결과, <표 21>과 같이 과제 수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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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로 갈수록 임의로 응답하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임의 응답의
총 빈도수는 57번이며, 이 중 정답 반응은 15번으로 약 26퍼센트이다. 이는
임의 응답의 정답률이 우연으로 맞힐 확률과 비슷하다는 선행 연구와 일
치한다11)(Wise & Kong, 2005).
표 21> 임의 응답의 문항별 빈도(연구 2)
추론
기본
심화
문 1 2 3 4 5 6 7 8 9 10 11 2 13 14 15 16 17 18 19 20
항
빈
도 0 0 0 0 0 1 1 1 1 2 1 4 3 4 6 3 3 7 8 12

<

다음으로,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 응답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임의 응답은 한 번도 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개인부터 최대
15번까지 임의 응답을 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20문항에 대
해서는 평균적으로 .37 회의 임의 응답 반응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임의
응답의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기본 F =.60, p=.37, 심
화 F =.72, p=.40).
표 22>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 응답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연구 2)
프레이밍 n
M
SD
F
p
긍정적 70
.07
.60
.60 .372
기본 부정적 84
.01
.11
긍정적 70
.23
1.24
심화
.72 .399
부정적 84
.42
1.47
전체
154
.37
3.92

<

최

소
0
0
0
0

최

대
1
5

10
9

11) 연구 2에서는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정답률은 약 25퍼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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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의 응답 반응의 경우, 피험자가 실험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
인하고자 하는 검사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다(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 응답 반응을 보인 불성실
응답자 15명12)을 제외하고, 13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 반응 시간
연구 1 분석 결과, 제한 시간 조건에서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 반응 시간
의 차이로 인해 시도 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 제한이 없는 조건에서는
시도 수가 동일하지만 반응 시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프레이밍
조건에 따른 평균 반응 시간 및 정답 반응 시간의 차이를 개인 내 난이도
에 따른 2번 측정으로 반복측정 다변량 분산분석(Repeated MANOVA)을
시행하였다. 먼저 반응 시간의 기술 통계는 <표 23>과 같다.
표 23> 프레이밍 조건 간 반응 시간(연구 2)

<

추론 과제

기본
문항당
평균
정답
반응

긍정적
(n=65)
부정적
(n=74)
전체
긍정적
(n=65)
부정적
(n=74)
전체

심화

M

SD

27.20
29.63
28.49
26.28
28.93
27.69

7.27
8.81
8.19
7.06
8.65
8.03

M

SD

.4
60.25
58.01
54.82
59.68
57.41

14.94
18.45
17.01
15.41
19.02
17.53

55 5

12) 연구 1에서는 정답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아
이들이 실수로 클릭하거나 정답을 고민하면서 클릭했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정답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눌러
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수정 보완하였기 때문에 임의 응답자는 모두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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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초)

반응 시간의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에 앞서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
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22.11로
p=.02로 .05수준에서 유의하므로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량-공변량
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Greenhouse-Guesser 값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한 F값 및 유의도를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반응 시간과 정답 반응 시간의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고(평균 반응시간:  =3.47, p=.07; 정답 반응시간  =3.61,
p=.06), 프레이밍과 난이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평균 반
응시간:  =1.07, p=.30; 정답 반응시간  =.88, p=.35)(<표 24> 참조)
표 24> 반응 시간의 반복측정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연구 2)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개인 간
1
평균반응시간 903.87
903.87 3.47
프레이밍
1
정답반응시간 975.12
975.12 3.61
평균반응시간 35692.88 137
260.53
오차
정답반응시간 37044.43 137
270.40
개인 내
평균반응시간 59971.77 1
59971.77
658.65
난이도
정답반응시간 60809.71 1
60809.71 631.88
1
97.60
1.07
난이도* 평균반응시간 97.60
프레이밍 정답반응시간 84.36
1
84.36
.88
평균반응시간 12474.20 137
91.05
오차
정답반응시간 13184.46 137
9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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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65
.060

.000
.000
.30
.35

마. 자기보고식 과제 수행 동기(연구 가설 2)

다음으로 프레이밍이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과제 수행 동기의 기술 통계와 프레이밍 조건 간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과제 수행 동기의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과제 수행 동기: F =.62, p=.43,
과제 중요성: F =2.07, p=.15; 과제 노력: F =.01, p=.91).
표 25> 과제 수행 동기의 프레이밍 조건 간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연구 2)
조건
n
M
SD
p
F
과제 긍정적 65
4.57
.89
.62 .433
과 수행
부정적
7
5
4.46
.7
5
제 동기
4.23
1.07
수 과제 긍정적 65
2.07 .153
행 중요성 부정적 75
3.99
.
87
동
4.91
.95
기 과제 긍정적 65
.01 .909
노력
부정적 75
4.93
.90
(6점 척도)

<

바. 프레이밍에 따른 과제 수행 결과(연구 가설 3)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 과제 수행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자 개인 내 난이도에 따른 2번 측정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수행 점수의 기술 통계는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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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프레이밍 조건 간 수행 점수 기술 통계(연구 2)

<

긍정적
(n=65)
부정적
(n=74)
전체

M

기본

7.23
88.38
87.84
8

추론 과제
심화

SD

M

12.56
12.05
12.26

74.77
76.62
75.76

SD

19.37
18.00
18.61
(100점 만점)

수행 점수의 반복측정 분석에 앞서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
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값이 .47로 p=.93로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프레이밍 두 집단 각각에서 변량-공변량이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추론 과제의 난이도에 따
른 수행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프레이밍의 주효과( =.44, p=.51)와, 프레
이밍과 난이도의 상호작용 효과( =.06, p=.81)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27> 수행 점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연구 2)

<

분산원
제곱합
개인 간
프레이밍
155.72
오차
49045.00
개인 내
난이도
10148.16
난이도 * 프레이밍 8.59
오차
19338.89

자유도 평균제곱

F

p

1
137

155.72
357.99

.44

.51

1
1
137

10148.16
8.59
141.16

71.89
.06

.0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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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논의

연구 1에서는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여자가
정답을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짧았으며, 높은 수행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시간 제약 조건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의 더 나은 수행 결과가 학
습자의 정답 반응 속도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간 제약의
유무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는 프레이밍 효과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는 프레이밍에 따라 수행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먼저,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로 응답하기 반응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시간 제약이 없고 길지 않은 과제 수행 상황에서 프레이밍 조건 간 임의
로 응답하기(rapid-guessing)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이 총 40문제를 풀어야 했고, 후반
부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 그 결과, 가장 난이도가 있는
마지막 추론 심화에서 평균 1.19 회로 임의로 응답하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1에서, 1- 3
단계는 임의 응답 반응이 높지 않았으나, 30문제를 풀고 난 후, 4단계인 추
론 과제의 심화 단계에서 임의로 응답하기가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2에서는 총 20문항으로 평균적으로 .37 회의 임의로
응답하기가 나타났으며,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2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의 양이 연구 1의 1/2 수준으로 인지적 부하
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또한 제한 시간이 없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문
제를 풀 수 있었던 원인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프레이밍 조건 간 평균 반응 시간은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부
정적 조건에 비해 짧은 경향만 나타났으며(F =3,47, p=.065), 정답 반응 시
간도 마찬가지로 경향만 나타났다(F =3.61, p=.060). 이러한 결과는 유의하
게 평균 반응 시간과 정답 반응 시간이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 달랐던 연
구 1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한 시간이 있었던 연구 1과 달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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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이 없는 연구 2에서는 시도 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문제에 대한 반응 시간이 빠른 경향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부정적 조건보다 반응 시간이 짧은 특성
을 가지지만, 이러한 모습이 시간 제약 상황에서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자기보고식 과제 수행 동기도 프레이밍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
았는데, 이 결과 역시 시간 제약이 있을 경우,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현
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는 조건에서 프레이밍에 따른 수행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결과, 긍정적 조건이 부
정적 조건에 비해 정답 반응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으며, 이로 인해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은 문제를 풀어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제한 시간이 없을 경우 이러한 반응 시간으로 인한 수행 점수의 차
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 제한
시간이 없는 조건에서는 프레이밍 조건 간 수행 결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구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제약 조건에서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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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 논의
1.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를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학
습자의 행동적, 정의적 영역 특성과 실제 수행 결과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
고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 제약 상황에서 과제의 유형
에 따라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1)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
의 학습자들은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보다 문제를 푸는데 평균
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동일한 시간 제약 조건에서 문제
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었다, 2)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
적 프레이밍 조건은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정답 반응 시간이 짧았
으며, 높은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3) 과제 유형에 따라 프레이밍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는데, 단순 빈칸 과제에서는 정답 반응 시간
의 차이가 없고 수행 점수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잡한 추론 과제
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더 짧은 정답 반응 시간을 보였고 수행
결과도 더 높았다. 4) 제한 시간이 없는 조건에서는 수행 결과의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없었다. 5)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경우, 시간 제약 상황
에서 과제 수행이 길어지자 후반부에 동기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며 문제
를 제대로 풀지 않고 빠르게 응답하는 임의 응답 행동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6) 시간 제약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조건보다 자기보고식 수행 동기를 더 높게 보고했다. 본 연
구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구 1의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부정적 조건에 비해 학습
자의 과제 수행 속도를 촉진하여, 동일한 시간 조건하에서 학습자의 문제
를 더 많이 풀 수 있었다. 특히 짧은 정답 반응 시간은 수행 점수의 향상
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제 유형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달라졌
는데, 단순하고 비교적 쉬운 과제인 빈칸 채우기 과제에서 프레이밍 간 정
답 반응 시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수행 결과의 차이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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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는 평균 반응 시간 뿐 아
니라, 정답 반응 시간도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조건보다 유의하
게 짧았으며, 동일한 시간 조건에서 수행 결과도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시
간 제약이 존재하는 과제 수행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
가 정답 반응에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수행 결과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 속도(response speed)가 응답의 정확성만큼 중요한
능력의 지표라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Brand &
Dreary, 1982; Roskam, 1997). 일반적으로 속도–정확성의 교환 관계
(speed-accuracy trade–off; SAT) 이론에 따르면, 속도와 정확성은 서로
상충관계이다(Roskam, 1997; Wickelgren, 1977). 즉, 개인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소화하고자 하면 그는 더 많은 오답 반응을 보이게 되
며, 반대일 경우 오답 반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으로, 반응 시간이 길어질
수록 정답 반응이 증가할 확률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 비해, 주어진 시간 안
에 빠르게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수행 결과가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레이밍이 시간 제약 상황에서 단순히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학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즉, 제한
된 시간 조건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난 반면, 부정적 조건은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려짐으로 수행 결과가 하락하는 것과 같이 프레이밍 조건이 학
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검사 상황은 속도 검사와 능력
검사의 혼합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면서 시간 제한 상황에서 과
제 수행이 이루어진다(Roskam, 1997).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들 역시 제
한 시간을 부여하고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속도 검
사와 능력 검사가 혼합된 형태를 가졌다. 이러한 경우, 과제 수행 결과에서
반응 시간이 정확도와 함께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데, 시간 제약 상황에
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은 반응 시간이 빨라지면서 수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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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제한 시간이 사라지고 자유
롭게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프레이밍 간의 수행 결과의 차이가 사라진 연
구 2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학습에 미치는 프레이밍의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
다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가설에서는 하위
인지 처리 수준을 요구하는 단순 변별 과제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이 수행에
효과적이거나, 정서 및 동기에 미치는 부적 영향으로 인해 긍정적 프레이밍
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반면, 보다 상위 인지처리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연구 결과, 이러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 제약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가 더 높은
수행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단순 빈칸 채우기보다 추론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한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해야 하
는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과제 수행을 보였고, 특
히 과제가 복잡하여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정답 반응 시간이 짧았
던 긍정적 프레이밍의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레이밍
간 수행 결과의 차이는 제한 시간이 없을 때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시간 제약 상황에서 과제가 더욱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수록 긍정적 프
레이밍이 더 나은 수행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셋째,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수행의 중요성과 같은 과제 수행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자칫 부주의한 반응 및 불성실
반응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적 특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연구 1에서 과제 수행 시간이 길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과제 후
반부에서 전반적으로 임의로 응답하는 반응이 증가했으며, 긍정적 프레이
밍 조건에서 부정적 조건에 비해 이러한 반응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연구
1의 경우, 문제가 40문제이며, 후반부 20문제는 복잡한 추론 과제였는데,
마지막 10문제에서 임의로 응답하기 및 연속적 오답이 집중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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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부정적 조건에 비해 이러한 임의
로 응답하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동기 수준이 급격히 하락함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긍정적
조건에 비해 과제 수행 결과는 낮았지만, 동기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
에서 부정적 조건에 비해 과제 후반부에 오답이 몰리고, 연속적인 오답 반
응이 많이 나타난 진성조와 김명언(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제
수행 시간이 길어지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학습자들
의 동기 수준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이러한
동기 수준의 하락이 그대로 나타난 반면,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강조
되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실패나 실수를 경계하는 특성으로 인해
(Forster et al., 2003; Tversky & Kahneman, 1981), 그러한 동기 하락의
현상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제 수행 상황으로 인해, 동
기 수준이 하락하여 학습자의 임의 응답 반응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프레이밍 조건으로 인해 이러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프레이밍의
연구 결과가 혼재되었던 것은,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특성이
과제 유형 및 학습 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선,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신속한 응답 반응이 중요한 속도 검사나
과제 수행 시도의 수가 증가할수록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에서 높은 수행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높은
수행을 보였던 Crowe와 Higgins(1997)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숫자를 산출
하는 것이 과제였는데, 새로운 숫자를 산출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던 긍정
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나은 수행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제한 시간 안
에 빠르게 과제를 해야 하는 속도 검사일 경우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 Roney와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뒤섞인 철자들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산출하는 애너그램 과제를 수행했
는데, 이 때 한 문제당 45초의 제한 시간이 존재했으며, 시간 내에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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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경우 오답 처리를 하였다. 실험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이 더
높은 수행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나, 시도 자체를 많이 하는 접근적 태도가 수행을 높이는 경우, 긍정
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수행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보다 정확성과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 긍정적 프레
이밍이 불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임의로
응답하기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더 오답 반응이나 실수가 많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Dunegan, 1993; Forster et al., 2003; Klein, 1989). 초기 학습
연구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 조건이 긍정적 조건에 비해 적은 시도 수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남을 보고한다(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여자들이 틀릴
것을 두려워하며 신중한 반응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들은 틀리거나 실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시도도 매
우 신중하게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적은 시도 수만으로 학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 프레이밍 조
건에서는 아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접근적으로 시도를 함으로 학습이 일어
나기 위해 다수의 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
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였던 연구들은 실수가 적고 정확성이 높은 부정적
프레이밍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an Dijk과 Kluger(2004, 2011)는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의 혼재된 결
과를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을 통해 설명했다. 개인이 접근적 조절
초점일 때(promotion-focused), 긍정적 피드백이 동기에 더욱 효과적이며,
개인이 회피적 조절 초점일 때(prevention-focus), 부정적 피드백이 효과적
이라는 것이다(Van Dijk & Kluger, 2004). 또한 같은 맥락으로 과제의 조
절 초점과 프레이밍으로 인한 조절 초점의 일치도가 수행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Van Dijk & Kluger, 2011). 이들은 창의적 사고 및 아이디어
생성 등을 요구하는 과제를 접근적(promotion focus) 과제로, 경계적 태도
및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제는 회피적(prevention focus) 과제로 보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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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제(promotion task)를 수행할 때는 긍정적 피드백이, 회피적 과제
(prevention task)를 수행할 때는 부정적 피드백이 동기 및 수행에 더 효과
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빈칸 채우기 과제는 정확하게 주어진 텍
스트 안에서 문장의 빈 칸을 찾는 것이었고, 추론 과제 역시 논리적으로
텍스트를 파악하고 추론해야 하는 것으로 모두 정확성이 중요한 회피적
과제(prevention task)로 볼 수 있다. 하지만 Van Dijk & Kluger(2011)의
예측과 달리 회피적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이었으나, 시간 제약 하에 긍정
적 프레이밍 조건이 동기 및 수행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제약이 없었던 연구 2에서 역시 회피적 과제를 수행했으나, 두 프레이밍
조건 간 수행 결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레이밍의
영향 연구에서 시간 제약 특성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며, 또 다른 영향 변인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의 자기보고식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와 일치했다.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자기보고
식 동기를 높게 보고했으며, 특히 저부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조
건에 비해 과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은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과 복잡한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과제 수행
상황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에 미치
는 영향은 과제의 유형 및 수행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레이
밍이 미치는 영향은 과제 및 수행 상황의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
봐야 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프레이밍의 영향을 학습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 뿐 아니라, 실제 행동적 요인과 결과를 통해 통합적으
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는 프레이밍의 효과를 결과적
- 92 -

면에서만 확인하고 바람직한 프레이밍의 유형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을 과제 수행 과
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행동 특성과 자기보고식 동기, 수행 결과를 통해
보다 실제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이는 학습자의 행
동 특성, 즉, 학습자의 시도 수 및 반응 시간, 임의로 응답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행동은
자기보고식 정서 및 동기보다 더 강력하게 이들의 동기 수준을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DeMars, 2007; 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즉, 과제 수행 후 학습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동기보다, 접근
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시도하는 빈도,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임의로 응
답하는 행동 등이 더욱 실제에 가까운 학습자의 동기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시도 및 높은 동기 수준을 보였으나, 과제 후반부에는 일부 학생들이 임의
로 응답하기와 같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행동을 보이며 동기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는 동일
한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문제당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 나타났
는데, 상대적으로 과제 후반부에서의 급격한 동기 하락이 긍정적 조건에
비해서는 약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 특성을 확인함으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동기 수준이 고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역동
적으로 변화함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수
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동 특성을 통해 더욱 실제적으로 프레
이밍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프레이밍의 영향이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과제 유형에 따른 피드백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과제의 분류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
재한다기보다는 학자들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13)(Amabile,
측

13) 알고리즘 과제와 휴리스틱 과제(Amabile, 1987; Moran, McCullers, Fabes, 1984),
통찰 과제와 비통찰 과제(Metcalfe & Wiebe, 1987), Promotion task와 Prevention
task(Van Dijk & Kluger, 2011), 단순 선 잇기 과제와 복잡한 교정(proofreading)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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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Moran, McCullers, Fabes, 1984; Van Dijk & Kluger, 2011; Forster
et al., 2003; Metcalfe & Wiebe, 1987). 또한, 소수의 과제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 역시, 과제의 유형 효과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과제 내용
도 달라졌기 때문에 순수한 과제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어진 문
장을 찾아내는 과제와 문장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해
야하는 추론 과제를 하게 함으로 과제 내용의 효과를 통제하고 유형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의 프레이밍 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보다 신속하고 빠른 반응이 중요한 과제, 접근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수행 점수를 높이는 과제의 수행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우
수한 수행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반면, 반응이 느리더라도 정확성이 중요한
과제, 시도를 적게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변별하며, 오류를 발견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경우,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우수한 수행 결과
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프레이밍의 혼재된 결과를 가
져온 기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학습
(Learning)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과제 유형 및 시
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프레이밍의 방향
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습 환경의 구성 및 활동 계획, 그리고 수행 평
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프레이밍을 통해 학
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학교 상황에서 중요한 목표
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적으로 학습하
는 것이다(신종호 외, 2007). 그런데 학습 상황에서 실패 결과를 강조하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일어나는 경우, 학습자들은 실패 경험에 대해 불안감을
(Forster et al.,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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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김창
대 외, 1994).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습자라 하더라도 학습 상황 자
체를 회피하게 되면 학습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고 학교 생활의 적응 또
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자는 충분
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습 맥락을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함으로 학습자들
이 접근적 동기(approach motivation)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프레이밍을 통해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게 되더라도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습하고자 시도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 프레이밍을 통해 복잡하고 상위 인지 과정이 요구되는 과제
의 수행 상황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학습
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역량은 추론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 능
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많은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긍정적 프레이밍을 형성시킴으로 이들이 원활한 인지처리
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교수자가 도울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복잡하고 상위 수준의 사고가 요구되는 과제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은 문제 해결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반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
은 잠재적 실패를 두려워하게 함으로 학습자를 위축시켜, 복잡한 과제 뿐
아니라 단순한 과제 수행조차도 신속한 인지 처리를 방해함을 알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시간 제약 조건에서 많은 인지 처리가 요구되며 원활한 사
고 과정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긍정
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 프레이밍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장기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과제가 어려울 때,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학습자들이 동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을 유발함으로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결국 정
서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동기 수준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과제의 중요성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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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습 활동의 가치를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
자의 동기 수준이 유지시킬 수 있는 교수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수 학습 조건과 과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 프레이밍
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화 및
정교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을 선별적으로
활용함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변별 학습 및 개
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나 학습자의 신중하고 정확한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주는 부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선별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정적 프레이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이밍에 대한 교수자의 명확한 이
해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고, 좌절감과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
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교수 방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연구의 확장
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과제 유형에 따른 프레이밍의 효과로 단언하기
에 제한적 측면이 있다. 시간 제한 조건의 경우, 사전 실험의 값을 기준으
로 하였으나, 각 과제에 따라 시간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으며, 먼저
수행한 빈칸 채우기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후에 수행한 추론 과제에 비해 다른 특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긍정적,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참여자 모두가 동질적으로
경험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프레이밍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러
한 제한적 측면을 감안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실제 성적, 혹은 입시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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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 검사였다. 사전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통해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이며, 과제 수행 중 언제든지 검사를 그만둘 수 있음을
고지하고, 과제의 수행 결과가 개인의 성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 및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실험에 참여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과제 역시, 대입 적성 검사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실제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참 과제는 아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전형적인 저부담 검사로 볼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서는 고부담 검사에서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 및 시간 제약
과 과제 유형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과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피드백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주, 2013;
Koo & Fishbach, 2008), 만약 과제 중요성이 높았다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 역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끝내기 위해 더 노력함으로 반응 시
간으로 인한 수행 결과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고부담 검사의 경우,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임의로 응답하기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수행이 실제 자신의 주요한 결과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의 부주의한 행동 및 불성실한
응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의로 응답하기는 또한 고부담 검사일
경우, 그 특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고부담 속도 검사(higher stakes
speeded test)에서는 임의로 응답하기를 보이는 목적이 다르다. 이 때의 임
의로 응답하기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때, 남아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시
간이 없기 때문에 우연으로라도 정답을 맞히길 바라며 빠르게 문제에 응
답하는 것이다(Kong et al.,, 2007; Schnipke & Scrams, 1997).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저부담 검사(low stake test)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행 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함
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임의로 반응을 하는 것이다(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특히 긍정적 프레이밍 조건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고부담 검사일 때는 또 다른 특성으로
14)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참 과제의 경우, 학생들의 기존 성취 및 이전 경험
이 영향을 미쳐 프레이밍 조건이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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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부담 검사일 경우, 프레이밍에 따른 영향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단순 과제와 복잡한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과제를 통
해 과제 유형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를 알아보고자, 과제 유형과 과제의 난
이도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빈칸 채우기 난이도 상하 과제의 점수가 추
론 난이도 상하 과제보다 모두 낮았기 때문에 과제 유형과 과제 난이도의
효과가 혼재된 측면이 있다. 추후에는 과제 유형을 달리하면서 난이도의
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확인한다면 명확하게 과제 유형의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임의 응답 반응은 학습자의 동기를 가늠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
습자의 임의 응답 반응은 과제 수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추후,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임의 응답
반응과 프레이밍이 임의 응답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 1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단순하게 문장을 찾아
응답하는 것과 추론하는 두 가지 문제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혼동되지 않도록, 빈칸 채우기 과제에서는 텍스트를 한 줄씩 제시
하여 좀 더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연습 문제를 통해 이러한
과제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과제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않
았던 참여자나 들었더라도 숙지하기가 힘들었던 참여자들은 동일한 내용
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헷갈렸을 수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 해결을 하도
록 할 때, 이러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용의 동질성을 통해 과제의 내용은 통제하되, 순전하게 과
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보도록 할 때, 참여자들이 보다 혼동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실험한다면 더 명확하게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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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프레이밍은 텍스트화된 언어 피드백
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언어적 소통 뿐 아니라, 정서적이며 암묵적인 단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제적인 방
식을 통해 프레이밍을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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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 1 측정도구(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A. 사전 효능감 문항
1. 나는 이 과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 나는 이 과제에 나오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과제에서 주어지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
4. 나는 이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5. 나는 이 과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B. 수행 동기
1) 검사(test) 중요성의 인식
1. 이 검사를 잘 치르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다.
2. 나는 이 검사 점수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3. 나에게 이 검사는 중요한 테스트였다.
4. 내가 얼마나 이 검사를 잘 치렀는지 궁금하다.
2) 수행 노력
5. 나는 검사를 치르는 내내 열심히 했다.
6. 나는 최선을 다해 이 검사를 치렀다.
7. 나는 이 검사를 수행하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R)
8. 나는 이 검사를 끝까지 끈기 있게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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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1 반응 시간

A. 문항별 평균 반응 시간(임의로 응답한 44명 삭제 전)

빈
칸
채
우
기
기
본

빈
칸
채
우
기
심
화

추
론
기
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

323
323
320
317
303
288
280
277
265
244
323
322
318
308
284
255
230
193
142
107
323
323
323
322
322
319
305
287
271
244

소값
7.44
5.45
5.48
5.32
5.25
5.34
5.39
5.11
5.41
5.11
10.29
10.50
9.53
9.47
9.10
9.24
9.30
9.28
9.56
9.56
.84
.85
.05
.09
.13
.10
.12
.13
.11
.11

최

대값
169.71
101.66
93.18
82.78
65.23
85.08
46.77
74.30
71.67
42.09
175.53
152.47
123.43
117.55
104.25
86.64
73.33
63.16
74.94
61.93
209.14
150.84
312.52
135.42
279.92
195.68
173.61
137.14
139.00
169.95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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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6.29

SD

23.06
23.96
18.16
14.15
15.75
12.98
11.23
13.87
10.88
32.32
29.35
34.88
28.26
31.52
27.12
25.20
27.35
25.01
21.58
43.15
42.17
37.51
39.05
59.31
65.34
51.20
50.73
38.04
42.63

21.22
17.46
18.51
14.28
9.09
11.74
6.01
7.52
6.92
5.68
25.56
21.87
19.77
15.73
15.97
11.77
10.16
9.96
9.68
7.70
23.73
24.38
23.14
21.89
39.07
31.53
25.60
24.79
19.63
22.68

추
론
심
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23
323
323
322
321
316
289
249
193
154

.57
.12
.05
.11
.11
.11
.12
.07
.03
.10

226.47
257.93
259.20
243.84
248.54
214.27
284.86
199.98
175.49
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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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69.07
77.22
63.89
64.95
64.45
91.15
72.03
51.88
39.43

37.86
42.94
45.17
36.36
37.91
38.23
56.24
46.03
43.90
43.93

부록 3. 연구 2 측정도구
6점 척도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약간
아니다
2
3

약간
그렇다
4

렇다

그

5

매우
그렇다
6

A. 동기 유형 문항(접근, 회피 동기)

1. 나는 새로운 일들에 끌린다.
2. 나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나는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한다.
4. 나는 재미있어 보이는 일은 뭐든지 해보고 싶다.
5. 나는 쉬운 일보다 내게 도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
6.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들보다 크다.
7.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답이 틀릴까 봐 걱정한다.
8. 나는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9. 나는 위험한 상황은 최대한 피한다.
10. 나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싫다.

B. 사전 과제 효능감

1. 나는 이 과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나는 이 과제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4.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과제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
5. 나는 이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이 과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도 이해할 수 있다.

C. 과제 가치 문항

1. 나는 이 과제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과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 이 과제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3. 나는 이 과제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4. 이 과제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이 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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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과제 수행 동기

과제 중요성 인식
1.이 언어사고력 평가를 잘 치르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다
2.나는 이 평가 점수가 신경이 쓰인다.
3.나에게 이 평가는 중요한 테스트였다.
4.내가 이 평가를 얼마나 잘 치렀는지 궁금하다
수행 노력 보고
5.나는 평가를 치르는 내내 열심히 했다.
6.나는 최선을 다해 이 평가를 치렀다.
7.나는 문제를 푸는 동안 매우 집중하였다.
8.나는 이 평가를 끝까지 끈기 있게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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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2 문항별 평균 반응 시간
A. 문항별 평균 반응 시간
= 154
1
2
3
4
추론 5
기본 6
7
N

8

추론
심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값
7.53
11.12
7.76
8.97
8.78
2.09
1.70
5.17
2.55
4.13
3.51
1.68
1.10
1.14
1.33
1.15
1.68
1.57
1.7880
1.1500

최

대값
97.40
66.02
80.63
107.60
78.79
91.17
155.05
133.54
81.89
247.43
125.14
160.67
194.32
110.17
150.73
155.44
170.40
141.75
258.17
414.8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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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1.91
24.35
23.32
24.16
27.61
25.37
31.84
35.68
29.18
47.35
44.03
60.09
66.03
43.18
45.35
56.59
46.01
48.81
69.94
75.74

SD

12.01
10.69
12.20
13.10
12.36
12.90
19.77
16.01
12.76
27.10
20.49
28.33
33.74
18.16
24.80
31.83
22.39
23.33
41.91
53.55

영문 요약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ask Type under Time Constraints
Introduction

hen people should make a certain choice, their choice could be
sensitive to how options are described. A few years ago, there was a
controversy about the penalty tuition system. If the grade average fell
below 3.0, the student was forced into getting a penalty. Students felt
pressured to avoid low grades. What would have happened if the
tuition system were managed in a different way? All of the students
could have paid the same tuition amount starting with a grade point
average of 2.0, and as their grade point average increased, the
incentive could have increased. If a student receives a 2.5 grade point
average, he has to pay the same tuition amount regardless of
whether the tuition system is a penalty or incentive tuition system.
But the effects would be different.
This case, suggested by Tversky and Kahneman (1981), is a good
example to illustrate the framing effect. They found that people's
preferences changed depending on the way the options are described.
For example, presenting a glass as "half full" or "half empty" has a
very different effect, regardless of the equivalent information. The
framing effect has been reported in many areas, and it also applies to
the educational context.
In the context of education, framing has been applied in various
ways. Most commonly, desirable behaviors are encouraged with
rewards and undesirable behaviors are inhibited with punishments.
Also, a teacher provides feedback only when a student responds with
a correct answer, or provides feedback only when a student respond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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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 an incorrect answer. That is, if a student gets 80 points out of
100, the teacher emphasizes that the student solved 80 percent of the
questions correctly or that the student solved 20 percent incorrectly.
These are different ways of framing in education. Then, which type
of framing is desirable and effective when it comes to emotions and
learning?
Recently, “positivity” is preferred in our society.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and “Praising can even make a whale dance” are
phrases that reflect the boom in positivity. Actually, positive feedback
makes students perceive their competence and enhances their
self-efficacy, so it helps them pursue their goal with persistence
(Bandura, 1991). However, if praise is given improperly, it can be a
negative force; thus, blind positivity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students (Dweck, 1999; Eisenberger & Cameron, 1996).
Rather, it has been reported that punishments are more effective
than rewards in previous studies on behavioral learning. In these
studies, the reward was the verbal feedback of “correct” whereas
punishment was they verbal feedback of “not correct.” As a result,
failure feedback was more effective than success feedback in
discrimination learning. In the negative feedback condition, fewer
trials were required to learn than in the positive condition (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And according to control
theory, negatively- framed information signals a discrepancy with the
goal, so it motivates people to reduce the gap (Carver & Scheier,
1998; Higgins, 1987; Kluger & DeNisi, 1996). In addition, gain-framed
negotiators tend to concede more than loss-framed negotiators, while
loss-framed negotiators could be less concessive and more
competitive than gain-framed negotiators (Bazerman, Magliozzi, &
Neale, 1985). As a result, loss-framed negotiators produced bette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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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than gain-framed negotiators (De Dreu et al., 1992;
Bazerman et al., 1985). Also, it is more persuasive to focus on the
loss caused by not doing something, rather than to explain the gain
from doing something (Maheswaran & Levy, 1990; Reese et al.,
1997). Furthermore, people who were provided with negatively-framed
information showed better memory than those provided with
positively-framed information (Kuvaas & Selart, 2004). Like this,
negative framing has been found to be have a positive influence.
However, learners tend to feel tension or anxiety in a negative
frame. Also, they reported lower task interest than in a positive
condition. Eventually, negative feedback impeded intrinsic motivation
(Deci & Cascio; 1972; Roney, Higgins & Shah, 1995). Because of
these aspects, many researchers support positive framing. They focus
on the learner’s emotions, including task interest, perceived
competence, and so on. The learner’s emotions are closely related to
motivation (Fishbach & Finkelstein, 2011), so the negative influence
of negative framing on the learner’s emotion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above contents comprehensively, the
dichotomous thought that something is good or bad is impractical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more integrative perspective,
not focusing only on emotions or performance. For example,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engenders the learner’s agitation-related
emotion, such as anxiety (Roney et al., 1995); however, it causes more
vigilant thinking, which results in fewer errors. However, a positive
framing condition was related with comfort and less tension, and it
caused automatic and heuristic thinking; however, it also caused the
learner to make more errors (Dunegan, 1993).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been comprehensively examined for the framing effects,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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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rning process and the outcome, and the learner’s behavior and
motivation and the performance outcome.
The two types of framing exercise their influence to elicit different
motivations(see Figure 1).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igure 1.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F

positive framing condition causes approach motivation in task
performance whereas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causes avoidance
motivation (Crowe & Higgins, 1997; Forster et., 2003). In a negative
frame, which emphasizes failure, people are vigilant about not failing;
as a result, they are likely to show deliberate responses in task
performance(Friedman & Forster, 2001; Liberman et al., 1999). Also,
they are likely to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and stress (Fishbach
& Labaroo, 2007); thus, more effort for self-control and
self-regulation is required in this situation (Tice, Bratslavsky, &
Baumeister, 2001). Eventually, negative framing conditions in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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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ance motivation during the task performance and after it.
These negative impacts on the motivation of negative framing may
be greater in the presence of time constraints. The time constraint
condition affects people’s decision making (Ordonez & Benson, 1997).
Especially, learners in a negative frame should regulate and control
their negative emotions resulting from negative feedback (Fishbach &
Labaroo, 2007). Thus, in this situation, if the time constraints are
additionally imposed, the learner may feel more pressure. Therefore, if
the task importance is not high, the learner’s motivation may decline
drastically in the negative frame.
In contrast,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may induce the learner’s
approach motivation regardless of identical time constraints. That is,
regardless of time constraints, positive framing conditions emphasize
successful outcomes, and learners are not given feedback about
failure (Fishbach & Finkelstein, 2011). Thus, they will show an
approach attitude through many trials to produce a successful
outcome in a given amount of time. In conclusion, in a situation with
a time constraint, the difference of motivation level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may be much larger than in a situation without a
time constraint.
Following these results, this study considered the time constraint
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framing effect. According to the
result of Forster et al. (2003)’s study,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responded faster but made more errors or gave more incorrect
responses. Meanwhil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responded more
slowly, but made fewer errors (Forster et al., 2003).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ime variable can also function importantly in
framing effects. However, the time variable was not viewed as a core
factor in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the condition of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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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has been different according to the studies. In some
studies, the participants were given time constraints, so they were
required to perform tasks accurately and quickly within a given
amount of time (Deci & Cascio, 1972; Crowe & Higgins, 1997; Roney
et al., 1995), whereas in other studies the participants performed tasks
without a time limit (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Hamilton, 1969; Kuvaas & Selart, 2004). These aspects suggest
that the time variable has not been considered properly in previous
studies.
Since time constraints are seen to act as an important variable to
understand the confounding results of framing effects, this study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e framing effects under time constraints.
Based on the result of Forster et al. (2003), it is predicte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positive frame will produce better outcomes due to
their faster performance and approach attitude through many trials
within the given amount of time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But, since the positive frame does not emphasize failure during the
task performance, mindless or careless behavior and less accurate
behavio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reported (Forster et al., 2003;
Klein, 1989).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learners in the positive
frame will show random responses that do not reflect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well when their motivation level is low. In
contrast, the participants in the negative frame will undergo fewer
trials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ir slower response to the task
and avoidance attitude within a given amount of time, but it is
predicted that they will give fewer random responses due to their
vigilance of failure.
Furthermor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task type in framing effects. Studies which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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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performance in the negative frame than in the positive one
used discrimination tasks or conceptual learning tasks (Barringer &
Gholson, 1979; 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These studies reported faster learning in the negative frame from
fewer trials than in the positive frame. For example, in Penney’s
work (1967),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iscriminate the block
shielded by a curtain and were punished or rewarded. As a result,
the punished group learned discrimination faster in fewer trials than
the rewarded group. In Buss & Buss (1956), Wisconsin Card Sorting
Test was used, that is, participants figured out the hidden rule
(shapes, colors, numbers) while sorting the cards and receiving
feedback. They had to identify the hidden rules correctly and without
error. According to the results, fewer trials were required to learn in
the condition of failure feedback compared to the condition of success
feedback. The characteristic of these tasks is simple discrimination
learning or conceptual learning.
However, studies which reported better performance in the positive
frame than in the negative one used tasks that require higher-level
thinking, such as anagrams, soma, puzzles, tasks requiring insight or
creative tasks and so on (Crowe & Higgins, 1997; Deci, 1971; Deci &
Cascio, 1972; Friedman & Foster, 2001; Roney et al., 199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could
vary depending on the task type or level of complexity. Namely, the
framing effect could vary depending on the task type, that is, a
simple discrimination task or a complex task requiring a higher level
of thinking. Following the previous studies, it is predicted that when
the task is complex and requires a higher level of thinking, the
performance outcome in the positive frame will be better than in the
negativ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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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wit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outcome, and the
learner’s behavior and motivation and the performance outcom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raming effects on the
performance outcome varied with the task type under the time
constraint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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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tudy 1: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ask type under time constraints
1. Subject of Research

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raming effects
comprehensively through the behavior during the task performance,
self-reported motivation and test outcome under time constraints. It
was predicted that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which induces the
approach motivation, would show higher test-taking motivation and
produce higher performance tha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which induces the avoidance motivation under time constraint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 of task type
on framing effects.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task.
Studies which reported better performance in the negative frame than
in the positive one used discrimination tasks or conceptual learning
tasks. According to their studies, fewer trials were required to learn
than in the positive condition (Buss & Buss, 1956; Hamilton, 1969;
Penney, 1967). Meanwhile, studies which reported better performance
in the positive frame than in the negative one used more complex
tasks requiring higher cognitive skills, such as anagrams, tasks
requiring insight or creative tasks, soma, puzzles and so on (Deci,
1971; Deci &Cascio, 1972; Friedman & Foster, 2001; Roney et al.,
1995). These results suggest that framing effects could vary
depending on the task type. Following these resul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would
vary depending on the task type which consists of the same contents.
That is, the participants performed two task types: one required
relatively simple cognitive processing and the other required mor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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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cognitive processing, but the two tasks consisted of the
same contents. Through the research design,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raming depending on the task type.
In this study, it is predicted that when the task is more complex
and requires a higher level of thinking, performance in the positive
frame will be better than in the negative frame. However, when the
task is simple and less complex, negative framing will produce better
performance or there will be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frames
because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could lead to greater accuracy
but produce negative emo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ask motivation through behavior
during the task performance, such as the number of trials and
rapid-guessing behavior. There are several potential problems of
measuring motivation by self-reported measure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examinee will report their actual level of effort truthfully
(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In addition, when learners
experience failure during a test, they are likely to attribute their
failure to their lack of effort, not their ability; as a result, they are
likely to underreport their actual level of effort (Pintrich & Schunk,
2002). Furthermore, self-reported measures provide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learners’ efforts; however, the efforts of
examinees could vary during a test. Thus, there are some limits to
examining effort or motivation by only self-reported measures (Wise
& Kong, 2005).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ask motivation
through actual behaviors during the performance, such as the number
of trials in a given amount of time and rapid-guessing behavior.
First of all, gain framing elicits approach motivation (Forster et al.,
2001; Forster et al., 2003; Higgins, 1987, 1997), and it is predicted
that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make more attempts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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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within a limited amount
of time.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trials of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be higher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However, when a task requires sustained efforts and takes a long
time, another characteristic from the framing may appear. When a
task performance takes a long time, learners feel tired and their
test-taking motivation and performance may decline (Krueger, 1989).
In this situation, in the positive frame, in which feedback about
failure is not provided, learners’ motivation will decline sharply; thus,
they may show rapid-guessing behavior, which is when examinees
choose the answers too quickly without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problem (DeMars, 2007; Kong et al., 2007; Meijer, 2003). In contrast,
i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the sharp decline in test-taking
motivation may be weakened because this condition highlights the
failure of task performance, so participants are vigilant of failure
(Crowe & Higgins, 1997; Friedman & Forster, 2001; Tversky &
Kahneman, 1981). Eventually, they may show low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task consisted of 40 items that gradually
increased in complexity and difficulty, so it is expected that rapidguessing behavior may occur in the latter part. In particular, it is
predicted that positively-framed students will show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negatively-framed students, who feel
pressure to avoid failure by loss aversion.
Also, it is predicted that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report
lower test-taking motivation than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because negative feedback inhibits task interest and motivation
(Cochran & Tesser, 1996; Fishbach & Finkelstein, 2011). Ad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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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ttribute their failure to their lack of effort when they receive
failure feedback (Pintrich & Schunk, 2002).
he research hypotheses were posed as follows.

T

tudy 1. F 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task
type under time constraints
S

1. According to the framing condition, task performance behavior will
be different under time constraints.
1-1.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show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under time constraints.
1-2.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undergo many trials
to solve the problems than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ithin the given amount of time.
2.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report higher test-taking
motivation than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under time constraints.
3.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outcome will vary
depending on the task type under time constraints.
3-1. In the case of the “fill-in-the-blank” task, there will be
no difference of task performance outcome, or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will produce better outcomes tha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3-2. In the case of the reasoning task,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will produce better outcomes tha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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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s

In this study, 346 students in the eighth grade participated. As a
result of the manipulation check, 23 participants were excluded in the
data analysis. All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framing conditions. They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freely
and only the students who wanted to take part in the experiment
participated; thus, this test is a low-stakes test. The experimental
procedures were the same for all participants, but the feedback
conditions and instructions were varied to the framing condition. The
manipulation consisted of the scoring system, instructions, the
notification of correct or incorrect responses, and sound effects. The
instructions and conditions of framing are presented in Table 1.
able 1. Instructions for the two framing types

T

raming

Instructions
Ÿ The starting point of the 4 steps is 0. Every time you
hit the right answer, you will gain 10 points. The
ma
ximum number of points is 100.
Positive framing
Ÿ Every time you hit the right answer, you will hear a
condition
sound effect notifying you that you are “correct.”
Ÿ Every time you hit the right answer, one block will be
added on the bottom left.
Ÿ The starting point of the 4 steps is 100. Every time
your answer is wrong, 10 points will be deducted. And
the lowest score is 0.
Negative framing
Ÿ Every time your answer is wrong, you will hear a
condition
sound effect notifying that you are “incorrect.”
Ÿ Every time your answer is wrong, one block will
disappear on the bottom lef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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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articipants performed two types of tasks. Using text with
identical contents, one task was a simple task to fill in the blanks to
find the sentence, and the other task involved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s among sentences to find out the correct sentence order.
Each task was composed of two levels of difficulty. All participants
proceeded in the following order: 1) “fill-in-the-blank” task-basic
sections, 2) “fill-in-the-blank” task-advanced sections, 3) reasoning
task-basic sections, and 4) reasoning task-advanced sections. The
test was designed to gradually increase in difficulty. Thus, the
participants performed 4 phases of the test, and the entire test was
in multiple-choice format.
The condition of the time limit was imposed by the result of the
pilot study. In the pilot study, 10 eighth-grade students participated.
There was no time limit, and according to their results, the time limit
of each phase was determined. For the basic level, the time limit was
determined by the time that the eight students completed all of the
tasks. For the advanced level, the time limit was determined by the
time that four students completed all of the tasks.
In the pretest phase, the self-efficacy of the two tasks was
measured before the main test. And during the test, the
“rapid-guessing behavior” and “number of trials” to solve the
problems within a time limit were measured. This study identified
rapid-guessing behavior through the Response Time Effort (RTE;
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and in particular, the surface
feature rule-based thresholds that set a baseline based on the text
processing method and the amount of the text (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After the main test, test-taking motivation was
measured. The performance scores were calculated by the number of
right answers for the two tasks and during each of the 4 phas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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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under time constrai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raming condition affected on the task performance behaviors,
self-report motivation and performance outcome. Specifically,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made more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than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ithin the time limit.
And they reported higher self-reported motivation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In addition, they also produced better outcomes than
those under time constraints. In particular, these effects on
performance outcome varied according to the task types.
First,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in
the latter part, that is, the advanced levels of the reasoning task;
thus, research hypothesis 1-1 was partially supported.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increased gradually during the test. An
average of .33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occurred in the
basic sections of the reasoning task, and an average of 1.19 times in
the advanced areas of the reasoning task.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some reasons.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had to
solve 40 problems of gradually increasing difficulty; thus, the average
score of the basic sections in the reasoning task was 68.42, while
59.14 was the average score in the advanced sections of the
reasoning task. In addition, this study was a low-stakes test for the
participants; thus, when the participant has low motivation,
rapid-guessing behavior can occur (Wise & Kong, 2005). The reason
that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the negatively- framed participants can
be explained by loss aversion that occurs in the negative fram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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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In the case of rapid-guessing behavior, the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s is low enough to be chalked up to coincidence
(Wise & Kong, 2005), so the response is likely to be an incorrect
one. Because of this reason, it is likely that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ho received negative feedback when their response was
incorrect showed low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those in the positive condition.
Second,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took less time to solve
the problems; as a result, the number of trials they underwent was
higher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thus, hypothesis 1-2 was
supported.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in showing that the promotion focus resulting from positive framing
enhanced approach motivation and faster performance (Forster et al.,
2003). Eventually, a short average response time to an item i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resulted in more attempts under the time
limits.
In particular, the short average time to get a correct response for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resulted in higher performance
scores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During the four
phases of the test, the time it took for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to get a correct response was shorter, and the performance scores
were higher than the scores of those in the negative frame. However,
as a result of analysis of each task, it was slightly different.
First, in the simple “fill-in-the-blank” task,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ime to get a correct response and there was also
no difference in performance scores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However, in the complex reasoning task,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ime to get a correct response and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scores between the two fr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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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shorter time to get
a correct response resulting in the difference of performance scores.
These results, also supported by previous studies, show that in
addition to response accuracy the response speed is also an important
indicator of ability (Berger, 1982; Eysenck, 1982). In particular, the
time to get a correct response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scores rather than the average response time. With these results,
hypotheses 3-1 and 3-2 were supported.
Framing affected test-taking motivation in the self-report method.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reported lower test-taking
motivation than those in the positive frame; thus, hypothesis 2 was
supported.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self-serving bias
that participants protected their self-esteem by attributing their failure
to low motivation rather than their ability i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Pintrich & Schunk, 2002; Sanchez et al., 2000). These
results can also be explained by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enhanced intrinsic interest and motivation
compared to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Elliot et al., 2000;
Vallerand & Reid,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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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tudy 2: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without time constraints
1. Subject of Research

In study 1, the response speed was important due to the time
constraints.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performed tasks faster and
made more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ithin the time limit. In addition, the
faster response of a correct answer i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resulted in higher performance scores when the task required complex
and higher cognitive processing. That is, under the time constraints,
because of the rapid problem solving,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resulted in better outcomes; thus, it is predicted that these results
may disappear in the absence of timing constraints. Based on these
results, study 2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thes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occurred in a situation without the time
constraints.
In another aspect,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in the latter part of the task— phase 4 of the test, in
particular.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participants having to
work on 40 problems within a time limit and it taking too long to solve
the items; thus, it is predicted that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will increase when the task takes much longer. In study 2, the
test consists of 2 phases, so solving the items doesn't take too long
and there is no time limit. Thus, it is predicted that rapid-guessing
behavior may appear less frequently than in study 1 and there may be
no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s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In terms of test-taking motivation, as a result of study 1,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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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that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may report higher
test- taking motivation than the negatively-framed ones.
Following these results, study 2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these framing effects occurred in a reasoning task without the time
limit, and the research hypotheses are as follows.
1. Without time constraints,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when the task does not take too long.
2.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ill report higher test-taking
motivation than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ithout time
constraints.
3.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the task performance outcom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without tim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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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In study 2, the participants were 157 students in the eighth grade
who were enrolled in junior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s a
result of the manipulation check, 3 participants were excluded and 154
students’ data were analyzed.
The participants performed a reasoning task which consisted of
basic and advanced sections. There was no time limit, and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framing
conditions. The manipulation of framing consisted of a scoring
system, instructions, the notification of correct or incorrect responses
and sound effects in the same manner as in study 1. The participants
were informed about getting feedback and they were given feedback
consisting of either the “correct” or “incorrect” sound effect, according
to the framing condition.
In the pretest phase, the self-efficacy of the two tasks, the task
value, the motivation type and the pretest to examine basic ability
were measur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During the test,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was measured in the same
manner as in study 1. And after the main test, the test-taking
motivation was measured. The performance scores were calculated by
the number of right answers in the two phases.

3. Results

In study 1,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showed faster responses
of the correct answer; thus, they performed better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under the time limit. In study 2, it was
predicted if there is no time limit, there would also be no difference
in performance outcomes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As a
- 136 -

result of study 2,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thus, research
hypothesis 1 was supported. Unlike in study 1, in study 2 the
participants had to work on 20 problems and the task did not take
too long. As a result, the average occurrence of rapid-guessing
behavior was .37 times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some
reasons. In study 2, the task load was not relatively heavy compared
to the task load in study 1. In study 1,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s increased radically in the difficult reasoning
tasks of items 31-40. In addition, there was no time limit, so the
participants solved problems freely without any time pressure.
Therefore, it can be estimated that when a high level of effort is
required for a long time, rapid-guessing behavior can occur
frequently.
Second, there was only a tendency for the average response time
of participants in the positive frame to be shorter than the average
response time of those in the negative frame (F=3,47, p=.065). There
was also only a tendency for the average time of getting a correct
response of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to be shorter than the
average time of those in the negative frame (F=3.61, p=.060). These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tudy 1, which had a time limit,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verage response time and the
average time to get a correct respons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est-taking motivation with the self-report measure;
thus, hypothesis 2 was not supported.
Above all,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raming effec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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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utcome without time limi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performance outcom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without time limits; thus, hypothesis 3 was
supported.

- 138 -

Ⅵ. Summary and Discussion

his study investigated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wit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aking into consideration behaviors
during the task performance, self-report motivation and also the
performance outcom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raming effects on performance outcome varied with the task type
under time constrain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showed faster response to an item; as a result, they
attempted to solve more problems within a limited time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2) In particular, the average time for a
correct response in the positive frame was shorter than in the
negative, and it resulted in higher scores within a limited time. 3)
The framing effects on performance scores under time constraints
varied depending on the task types; that is, in a simple
fill-in-the-blank task,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reaction times for
the correct answer; also,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erformance
scores between the two frames within the time limit. In contrast, in a
complex reasoning task, positively-framed students responded with
correct answers more quickly than negatively-framed students, and
the performance scores of those in the positive frame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within a limited time. 4) However,
when there were no time limi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response times and performances outcom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5)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long task under the time
constraints,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in
particular, positively-framed students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negatively- framed students. 6)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affected test-taking motivation positivel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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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as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affected it negatively.
Following these results, some conclusions can be reached. First,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enhanced the speed of task
performance, and it increased the number of attempts to solve
problems within a limited time more tha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In particular, the rapid responses of the correct answers
were related to higher performance scores within a limited time. In
addition, these effects varied according to the task types. In a simple
“fill-in-the-blank” task, there was no difference of response time for
the correct answer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and there
was also no difference of performance outcome. However, in the
complex reasoning task, the response time for the correct answer as
well as the average time was shorter in the positive frame; thus,
there were more trials within a limited time, which resulted in higher
performance scores than in the negative frame. These can be
explained by the rapid responses of correct answers bringing better
performance outcome within a limited time.
These findings, consist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response speed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ability as well as
the accuracy of response (Brand & Dreary, 1982; Roskam, 1997).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ed-accuracy trade–off (SAT), there is
a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accuracy (Roskam, 1997;
Wickelgren, 1977). That is, when a person attempts to solve many
problems in the given time, he will make more incorrect responses,
and vice versa. Therefore, if the response tim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rrect responses increases. However, in this study,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worked on tasks faster and more
accurately, resulting in higher scores within a limited time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In contrast, these results also suggest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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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orked inefficiently compared with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the simple task, it was predicted that
the negative framing enhanced the performance or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performanc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This
was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s on emotion and motivation from
the negative framing, whereas it was predicted that the positive
framing enhanced the performance in a complex task requiring a
higher level of thinking. As a result of study 1, these hypotheses
were partially supported. That is,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enhanced the overall performance, and the enhancement of the
performance outcome in the reasoning task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in the “fill-in-the-blank” task. In other words, when the
participants had to concentrate on the task within a limited time,
positive framing affected positively on the task performance,
particularly when the task was more complex. Thus, the response
time was longer and the positive effects of positive framing were
more prominent. However,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disappeared when there were no time constraints. Eventually, when
there is a time constraint, if the task is relatively simple to perform
and takes a short period of time, a difference in response times might
not be present. Thus,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outcom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also might not be present.
However, when the time variable is critical, if the task is relatively
complex to perform and takes a long period of time, a difference in
the response time might be present as well as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outcome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Second,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in the
latter part of the task, in particular, and the positively-framed students
- 141 -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more than the
negatively-framed students. When the test is a low-stakes test, and the
examinees’ motivation is low, the rapid-guessing behavior occurs more
frequently (Wise & Kong, 2005). In study 1, the participants had to
work on 40 problems; thus, the test, which became gradually more
difficult, took longer to complete. As a result,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and successive incorrect responses
in the latter part of the task. And, in particular, this tendency was
prominent i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reless or random responses can increase i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such as
the time given to spend on the task or the difficulty of the task. In
contrast, the performance outcomes of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ere lower than the outcomes of those in the positive
frame overall; however, they maintained their motivation level.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Jin & Kim (2008). According the
results of their study, there were many successive incorrect responses
on the latter part of the test. These common features can be explained
by the properties of negative framing. When the participants had to
work on a difficult task or they had to perform a task for a long time,
their motivation level can decline. While the decline in motivation
appeared i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this tendency may weaken
because of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in which failure or giving an
incorrect response was emphasized. Therefor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are likely to be vigilant of making errors or of failure
(Forster et al., 2003; Tversky & Kahneman, 1981).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in negative framing, the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might be fewer than in positive framing.
After 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reason tha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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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confounding results in framing effects. That is, the task
type and the time variable are important in influencing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When the test requires many trials,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can be more advantageous to task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e negative condition. For example, in
the study of Crowe & Higgins (1997), the task was to generate any
different numbers. According to their results,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tried to generate numbers more times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and it resulted in better performance scores for those
in the positive frame than in the negative frame. In addition, when
the nature of the assessment situation is a test of speed,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can be advantageous. In the study of Roney et al.
(1995), the task was to create anagrams, which requires the
rearrangement of all of the letters of a word or phrase to produce a
new word. The participants were given 45 seconds for each item, and
after the 45 seconds were up, they were automatically sent to the
next problem; thus, this often resulted in an incorrect response.
According to their results, the performance outcome of the
participants in the positive fram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in
the negative framing. Following these results, when speed is
important in problem solving or the approach attitude is related to
performance, positive framing can result in better performance than
negative framing.
In contrast, when the task requires accuracy and deliberation,
positive framing can be disadvantageous. As a result of this study,
positively-framed students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negatively-framed students, and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to have more incorrect
responses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These result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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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xplained by the previous study that showed there were more
errors or careless responses in the positive frame than in the
negative frame (Dunegan, 1993; Forster et al., 2003; Klein, 1989).
Because of these properties, when the task requires accuracy, the
negative framing can be advantageous. Actually, according to studies
on behavioral learning, fewer trials i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were required to learn than in the positive condition; thus,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was more effective tha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for learning (Barringer & Gholson, 1979; Buss &
Buss, 1956; Hamilton, 1968; Penney, 1967). These results might be
explained by the fear of failure in the negative frame. Sinc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ere vigilant about making errors,
they might have been very cautious, thus resulting in fewer trials for
them to learn. In contrast, the participants were not afraid of failure
or making mistakes in the positive frame; thus, they might have
made many attempts to get the correct answer regardless of
accuracy.
Finally, the framing effects on test-taking motivation we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Bandura, et al., 2001; Deci, 1971;
Fishbach & Finkelstein, 2011; Hiroto, 1974; Sansone, 1986). That is,
test-taking motivation was higher in the positive frame than in the
negative frame in study 1. Although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took the same low-stakes test, they perceived the test as
having more importance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show
positive feedback affected on the intrinsic motivation positively,
whereas the negative feedback affected on the intrinsic motivation
negatively (Deci, 1971; Fishbach & Finkelstein, 2011; Roney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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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positive effects of positive framing on task
performance was prominent when there were time constraints, and
the task was complex and required higher cognitive thinking. Sinc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varied according to the task type
or the learning environmental conditions, there were confounding
results of studies on framing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actions among the framing condition, task type and
time variable in framing effects.

2.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his study can provide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arner’s
behavior and motivation and their general performance.
First, this study examined framing effects on the process of task
performance including the number of trials,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and so on.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performance scores or self-reported emotions or
motivation. However, the performance behavior during a test can
reflect the motivation level more powerfully (DeMars, 2007; 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Performance behaviors that indicate
how actively the participants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or how
they respond randomly with less of a focus on solving problems well
can reflect their motivation level better rather than the self-report
methods based on the participants’ judgment after th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actively; however, their
rapid-guessing behavior rapidly became more frequent with the
decline of their motivation level in the latter part of the test. In
contrast,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made their respons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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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arefully after taking more time to solve the identical problems,
and the decline of the motivation level was weakened in the latter
part of the test. Eventually,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nge of
motivation level during the test through the performance behaviors.
This study examined the framing effects that varied with the task
type under the time constraints. To date, there has been minimal
research regarding the task types. This is because there were no
objectiv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the tasks; thus, many criteria
were set according to the researcher (Amabile, 1987; Moran,
McCullers, Fabes, 1984; Van Dijk & Kluger, 2011; Forster et al., 2003;
Metcalfe & Wiebe, 1987).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effects of task type with the different contents of the task; thus, the
effects of the task type were confounded with the effects of the
contents.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had to work on two tasks:
one was to fill in the blanks to find a sentence and the other wa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among sentences to find out the correct
order. Through this, the effects of task type were examined by using
identical contents to investigate the pure effect of the task type in
this study.
In addi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t can be
identified why there were confounding results of framing effects.
When the test is a test of speed or requires many trials,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can be more advantageous to task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e negative condition. However, when the task requires
accurate discrimination or deliberation, the negative framing can be
advantageous.
These results can provide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f framing
effects on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outcome,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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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ing types.

3. Educational Implications

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ith regard to learning in
the education field.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with
the efficient construction of learning environments,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learning activities, and evalu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ask types and tim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raming affected on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outcome, specifically the behavior and motivation and the performance
outcome as a whole. These results show that framing the learning
contexts appropriately can help ensure self-directed and continued
learning for learners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
First, for the active and progressive learning attitude of the
learn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sitive framing. No matter how
great the learner’s ability is, when he avoids learning itself, learning
cannot take place prop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teacher
to help learners to form approach motivation by providing praise and
encouragement when they perform a task. This positive framing can
induce the learner’s enterprising attitude not to be afraid of failure;
eventually, they will attempt to learn actively, even if the task is
challenging and difficult.
In addition, positive framing can promote flexible and proactive
thinking when the task requires complex and higher cognitive
thin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activel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in a new
learning situation, and they quickly succeeded in solving the problem
when the task required complex and a higher level of thinking. In
contrast, negative framing caused the learners to be afraid of failur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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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ulted in sluggish responses. As a result, it prevented quick
cognitive processing in performing both the simple task and the
complex task. Following these results, it is predicted the positive
effects of positive framing on task performance can be prominent
when there are time constraints, and the task is complex and requires
higher cognitive thinking.
However, i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when the participants
have to perform a task for a long time or they have to work on a
difficult task, the effort of the instructor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otivation level of the learner. In these situations, their motivation
level can rapidly decline. At this point, maintaining the motivation
levels induced by fear of failure through negative feedback may be
temporary; however, this can negatively affect on the learners’
motivation and consequently have a negative impact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effort of the instructor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task and the value of the activity,
which results in maintaining their motivation level.
In another aspect, when obvious conceptualizat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re elaborately required in the learning
process, i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by
utilizing the negative framing selectively. When the learner works on
a simple discrimination task or a concept learning task, the careful
and accurate performance of the learner is required. In this situatio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can enhance the learner’s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structor can help
students take an aggressive approach to the goal. It also suggests
the proper direction of teaching methods, which includes minimizing
negative emotions such as frustration and help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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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here are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which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re is a limitation of predicating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framing effects according to the task type. With
regard to the condition of the time limit, it was based on the time of
the pre-test; however, it might be different from the degree of the
time limit for each task.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fill-in-theblank” task, the participants had to work one unfamiliar problems in
the early phase of the testing; thus, there might have been different
properties compared to the reasoning task.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in the two different framing conditions experienced these
conditions identically, a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raming conditions. Therefore,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imited aspects.
Secon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took a low-stakes test
which had no consequences for their school grades.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freely, and only the
students who wanted to take part in the experiment participated after
signing a consent form. Also, the participants were notified that they
could quit at any time during the test, and it was emphasized that
the results would not impact any of their school grades. Therefore,
the test was a typical low-stakes test.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feedback effects varied depending on the importance of
the task (Koo & Fishbach, 2008; Lee, 2013). In particular, when the
task importance was low,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produced a
better outcome tha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thus, this study
showed that positive framing conditions might be more advantageous
in motivation and performance. However, in study 2, where there
were no time constraints, these effects disappeared, so there is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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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consider the time variable properly.
Eventually,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raming effects in a high-stakes test.
If the task importance is high, the response time of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would be shorter in order to complete
the task within the time limit, resulting in the lack of difference of
the performance outcome. In addition, in a high-stakes test, the
rapid-guessing behavior may appear differently. That is, since the
result of a high-stakes test has consequences for the learner’s school
grades, the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or careless
responses would be decreased generally. In addition, in a high-stakes
test, the characteristics of rapid-guessing behavior can be different.
The purpose of giving random responses on a high-stakes test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doing so on a low-stakes test. In these
contexts, these responses occur at the end of the test in order to get
the correct answer by chance (Kong et al., 2007; Schnipke & Scrams,
1997). However, as shown in this study, the rapid-guessing behavior
in a low-stakes test is different from that in a high-stakes test. In
this case, the participants exhibit these responses when they do not
have motivation to solve the problem well even though there is
sufficient time (Kong et al., 2007; Wise & Kong, 2005). In study 2,
the rate of rapid-guessing behavior was not high even though it was
a low- stakes test, because the task load was not high and there
was no time limit. But in study 1, a time limit was imposed and the
participants had to work on many problems. Also, the task gradually
increased in difficulty, so more efforts were required in the latter
part. As a result, rapid-guessing behavior appeared mostly in the
latter part; in particular, positively-framed students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than negatively-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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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However, in the high-stakes test, the rapid-guessing
behavior may appear differently.
Thir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raming effects according
to the task type and difficulty; thus, the two task types and the two
levels of difficulty of each task type were set. However, as a result,
the two difficulty levels of performance of the simple
“fill-in-the-blank” task were lower than the two difficulty levels of
performance of the complex reasoning task; thus, the effects of task
type and the task difficulty were confounded.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s of task type after adjusting the
difficulty level of each type so that they are more similar.
Fourth, in study 1, with identical textual contents, the participants
worked on the “fill-in-the-blank” tasks and reasoning tasks. To
avoid confusing the method of problem solving, in the former task,
the text was presented line by line unlike the latter task, and
exercises and instructions were provided. However, the participants
who did not concentrate on the instructions or who could not grasp
how to solve the problem might have been confused about the two
task type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study to
avoid this confusion when the effects of task types are examined
with the same contents so the effects can be more clearl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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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ask Type under Tim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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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ng the learning context properly is very important in
helping the learner study and continue to pursue their goal. The
instructor can frame the learning context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earning environments,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learning
activities, and the evaluation. Though such framing may help learners
to study with more interest, it may have the adverse effect of
making learners lose their existing motivation to pursue their goals.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garding framing effects, it was
found that they have focused mainly on the consequences, such as
emotions or performances. Also, they failed to give adequate thought
to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that can be seen while performing
tasks, such as, the numbers of trials, the response time for an item,
or rapid-guessing behavior which reflects the decline of motivation
leve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ason that there
have been confounding results in framing effects, in particular, they
failed to give sufficient consideration to the time constraints and task
types variables, which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raming eff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framing
effects on task performance wit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outcome, and the
learner’s behavior and motivation and the performance outcome. I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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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raming effects on the
performance outcome varied with the task type under the time
constraints.
As a result, the types of framing affected on the number of
trials, self-reported motivation and actual performance outcomes
differently. Positive framing condition brought about a positive impact
on the task performance in a time-constraint situation. Specifically
the positively-framed students showed rapid responses to an item, so
they were able to make more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s than
the negatively-framed students within a limited time. In addition, the
positively-framed students reported higher test-taking motivation than
the negatively-framed students.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utcom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ask types under time constraints. In a simple
“fill-in-the-blank” task,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reaction times
for getting the correct answer,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erformance outcomes between the two frames. In contrast, in a
complex reasoning task, the positively-framed students responded
with correct answers more quickly than the negatively-framed
students, and the performance outcomes of those in the positive
frame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negative frame. However, when
no time limit was imposed,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two
framing conditions in performance out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ime constraints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framing effects.
In addition, the positively-framed participants reported higher
test-taking motivation than the negatively-framed one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rapid-guessing behavior, which
reflected the decline of motivation level during the task performance.
Interestingly,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rapid-guessing behavior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long task; in particul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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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ly-framed students showed higher frequency of rapid-guessing
behavior more than the negatively-framed student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of
failure not being emphasized, whereas this is the indeed the case in the
negative framing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raming the learning
context affected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outcome, and the
learner’s behavior and motivation and the performance outcome
generally. Above all,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enhanced the
active and progressive learning attitude of the learner under time
constraints. In this condition, with approach motivation, they were not
afraid of failure during the task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ositive
framing condition promoted the flexible and proactive thinking of
participants under time constraints. The positively- framed
participants activel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in a limited
amount of time. They quickly succeeded in solving the problems
when the task required complex and a higher level of thinking; thus,
they produced a better outcome than the negatively-framed
participants under time constraints. In contrast, the negative framing
caused the learners to be afraid of failure, which resulted in their
sluggish attitude and avoidance motivation. As a result, it prevented
the participants’ cognitive processing from occurring quickly in
performing the simple task as well as the complex task, which
resulted in lower performance than in the positively-framed ones. In
conclusio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ositive framing on task
performance were prominent when there were time constraints and
the task was complex, thus requiring higher cognitive thinking.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framing, task performance, motivation, task type, tim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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