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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발표는 학생들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규준 지향적 교육 구조로 인해 부정적

인 피드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발표 불안 및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평가자의 특성 및 발표자의 연령

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교사 및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자의 발표불안 및 발표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초등학생 및 중학생별로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또

래로부터 받았을 때에 비해 더욱 더 높은 발표불안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중

학생의 경우, 교사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또래 피드백을 받은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았을 때, 또래로부터 받았을 때에 비해 더욱 더 높은 발표 수행 수준

저하가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교사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또래 피드

백을 받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발표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들은 그들로부터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학생의 경우, 또래로부터의 정

서적 지지 제공 및 지속적인 발표 경험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부정적 피드백, 발표 불안, 발표 수행.

학 번 : 201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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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다양한 형태

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다형 시험, 논술고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

가방법 등은 학생들의 학업적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평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

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방법들 가운데, ‘발표’는 중요한 평가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발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여 학생들의 논리력, 판단력, 창의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백순근, 2000).

한편 무엇이 다양한 평가를 만들게 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

선학교에서의 다양한 평가가 학생들의 수행 수준 파악 및 진단, 처방 등의 기

능뿐만 아니라 진학이나 분류를 위한 학생들의 선발과 배치 등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평가는 학생들 간

의 비교우위를 가정하게 되는 상황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

통적으로 교육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상 이러한 평가의

기능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노출되어 있게 될 수 밖

에 없다(임웅, 2005).

이러한 피드백은 여러 양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

정적인 피드백은 특히, 학생들의 동기 및 정서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이후 과제 수행에

대한 낮은 기대감 및 효능감에 대한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안

유발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불평형으로 인해 수행 수준의 저하가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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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Carver & Scheier, 1998). 이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학

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에 따른 학생들의

발표 불안 유발은 이후 발표 수행 수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Bassett et al, 1973).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해당 피드백을 제공하

는 사람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평가자 특성

중 개인과의 유관성이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좌우하

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자로

부터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더 크게 영향을 받

을 수 있다(서영진, 전은진, 2010; McCroskey & Richmon, 1991; Joe Ayres &

Tim Hop, 1993). 이와 관련하여 아동기 학생이 부모 및 교사 등 자신보다 권

위 있는 대상을 유의미하게 간주하는 반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동일 연령대

의 또래 집단과의 관계 및 이들로부터 지각하는 유능감 등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김은정, 2009), 같은 평가자가 제공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영향력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평가

자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피드백의 영향은 평가자 특성 그리고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는

피드백의 제공 시기 및 방법 등과 같은 내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

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주요한 평가 방법인 발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발표 활동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자와 이러한

피드백을 받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발표자의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피드백이 제공되

는 교실 환경 내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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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학생들의 발표 불안 및 수

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초등학생 및 중학생 별로 어떠한 양상이 나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

으로 실험이 설계되었다.

주요 연구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은 발

표자의 발표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은 발

표자의 발표 수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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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학생들의 발표 불안 및 수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별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학교급, 발표 불안, 발표 수행 수준 등을 주

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

과 같다.

가.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특성은 발표자의 수행을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 조작되

는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황에 있어서 피드

백 제공자로서의 평가자를 교사 혹은 또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나. 학교급

학교급은 발표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에 해당하는 변인이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평가자 특성에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는 연령대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 초등학생 및 중학

생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은 아니지만 실험 진행

및 부정적 피드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의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하

여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들과 질적으로 구

분되는 연령대의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학교 2, 3학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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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표 불안

발표 불안은 개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상황에서 타인

의 평가가 예상될 때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발

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문항에 응답 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라. 발표 수행 수준

발표 수행 수준은 개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진행하는 발표의 실제 수행 수

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자의 사전-사후 발표 수행을 비디오로 촬영

한 후, 전문가 2인의 내용적, 음성적, 체언적 요소에 대한 평정을 통해 측정되

었다.



- 6 -

Ⅱ. 이론적 배경

1. 발표 및 발표 불안

가. 발표 및 발표 불안의 개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발표는 단순한 내용의 전달이 아닌, 주제의 핵심을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설명이나 설득을 하는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

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감

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Wolpe, 1973)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발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히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 요소 역

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Schlenken과 Leary(1982)는 발표 행동의 요소로

크게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체언적 요소 등을 제안하고 있다(성기환,

2006)

이처럼 발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하여 표현함으로

써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이

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자신의 수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

로 한다. 다시 말해 발표는 내가 아닌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활동이기 때

문에 발표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Wilbur(1981)

은 40% 내외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불안을 경험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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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불안상황에 따른 하위 유형 구분

황을 발표라 생각하기도 한다(조용래, 원호택, 1997; Fremouw & Breitenstein,

1990)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은 ‘사회

불안’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 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

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은 두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

하며(Kessler et al., 1994), 이러한 사회 불안은 부정적인 자기 지각, 타인의 부

정적인 평가에 대한 지각 또는 왜곡된 정보처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용래, 2004). 사회 불안은 사회 불안의 유발 상황에 따라 크게 ‘사회적 상호

작용 상황 불안’과 ‘수행 상황 불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회 불안의 상황

에 따른 하위 유형 구분은 아래 [그림 1]와 같다.

발표 불안(Speach Anxiety)은 사회 불안 중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불안

으로, 공개적인 장소나 상황과 같은 곳에서 수행을 할 때에만 불안이 유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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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불안의 하위 유형이다. 발표 불안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다른 개인 또는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서 유발되는 개

인의 두려움 또는 불안(McCroskey, 1984),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상황(Joe Ayres & Tim Hopf, 1993). 담화 상황에서 겪

는 심리적 불편감(전은주, 1999) 등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

의들을 종합해 볼 때 발표 불안이란 개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관심의 초점

이 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가 예상될 때 불안을 나타내는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부적응적 반응(Paul, 1966; Fremouw & Breitenstein, 1990) 등으로 정

의 될 수 있다. 이러한 발표 불안은 사회적 의사소통 불안(Social

communicative anxiety), 청중 불안(audience anxiety), 말하기 불안(Speaking

anxiety)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Daly & Stafford, 1984;

McCrosky, 1984; Daly & Buss, 1984; 김지연, 2007)

나. 발표 불안에 대한 관점

발표 불안은 크게 상태 불안(state anxiety)적 측면과 특성 불안(trait anxiety)

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에 대한 구분은

Spielberger(1972)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상태 불안은 일시적이

고 상황적인 반응으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불안을 의미

한다. 반면 특성 불안은 고정된 개인의 특성으로의 불안을 의미하며, 환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지닌 일관적인 성격 특성 등은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발표 불안을 이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상태 불안의 측면에서 발

표 불안은 발표를 통해 유발되는 불안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환경적 상황과 관련된 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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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에서 대중들의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평가가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압박감 등은 상태불안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Schenker & Leary, 1982).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발표를 지켜보는 대

중의 크기 및 이들의 특성 등은 발표 불안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인

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특성불안의 측면에서는 발표 불안의 수준이 개인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

에 의해 결정된다고 바라보고 있다(Clevenger, 1959). 이에 따르면 발표 불안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 타인 지향성, 수줍음을 타는 태도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Crowne & Marloew, 1964; Hogan & Cheek,

1982; Buss & Plomin, 1975). 이러한 특성 불안적 관점에서 유전적인 특성 뿐

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등은 발표 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임태섭, 2003).

대안적 견해로 발표 불안을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축

에서 연속선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 역시 존재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발

표 불안에서 유발되는 상태와 특성이라는 두 요소는 발표 불안을 바라보는데

에 있어서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관점에서 발표 불

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해 질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Clevenger, 1959).

다. 발표 불안의 원인

발표 불안의 원인에 대하여 정신분석적 모형에서부터 인지-행동적 학습모형

까지 발표 불안의 원인을 설명하는 접근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

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발표 불안은 크게 3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Fremouw & Breitenste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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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건화된 학습에 의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발표 불안은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시행하는 이전의 발표 경험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이전까지의 중성자극이었던 발

표 경험은 타인의 평가, 비난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의 연합을 통해 조건

화 되어 발표 불안의 형태로 학습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인지적 해석 역시 발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llis(1979)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론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불안의 한 유형

인 발표 불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발표자 스스로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 수행에 대한 잘못된 지각, 타인의 평가에 대한 왜곡 및 부정적인 시각

등과 같은 비합리적 사고 등은 발표 불안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행동기술의 부족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선학교의 상

황에서 모든 학생이 충분한 발표의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은 발표자의 사전 지식-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

해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부재를 의미한다(신재철, 송현종,

1991). 이러한 경험적 지식의 부재는 타인 앞에 나서게 되는 낯선 환경에 따른

각성 수준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곧 발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말을 통해 스스로를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 및 부정적인 기대 등

으로 인해 발표 불안이 유발되기도 한다. 발표를 통해 개인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고자하는데 이는 곧 ‘현실적인 나’와의 차이를 가정

하며, 이들 사이에서 유발되는 갈등이 신체적인 긴장을 조성하여 발표 불안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임칠성 외, 2004). 뿐만 아니라 발표는 다른 활동에 비

해 수행 수준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일정한 기대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인에게 또 다른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켜 발표 불안

으로 이어질 수 있다(McCrosk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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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점을 종합하였을 때 발표 불안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 내 특성보다 개인

간 혹은 집단의 문화를 중시하는 사고 경향성은 서양 문화권보다 동양 문화권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Fiske et al, 1998; Hofstede, 1980; Hsu, 1953;

Markus & Kitayama, 1991). 이는 ‘말하는 것-발표’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신의 발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

식 수준은 실제로 동양 문화권에서 매우 높을 수 있다. 발표에 대한 이러한 지

나친 의식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더욱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개인의 수행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동양 문화권 특유의 ‘체면 의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야 한다는 강박관념 역시 발표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임칠성,

2008).

2. 피드백

학교 현장에서 피드백이란 학업 과정에서의 숙달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한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은 광의의 측면에서 교사가 학생에

게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간에 이루

어지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정의 내릴 수도 있다(Cole & Chan, 1987).

이러한 피드백은 제공 시기에 따라 즉각적 혹은 지연된 피드백, 과제 유관성에

따라 과제 유관 및 수행 유관 피드백, 의도에 따라 정보적 혹은 통제적 피드

백, 그리고 내용에 따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피드백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Cole & Chan, 1987; Cameron & Pierce, 1994; 김성일, 2005)

피드백은 강화이론 및 인지 평가 이론 등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Bardwell,

1981). 강화이론에 따르면 피드백은 상과 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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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이후 수행에 대한 강화 수준을 결정짓는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특정 반응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때, 이후의 반응 빈도가 더욱

더 증가한다면 이는 피드백의 강화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ulhavy, 1977). 반면 인지 평가 이론에서의 피드백은 정보적 관점으로 다루

어지고 있는데, 피드백을 강화체계의 요소로 간주하기 보다는 학습자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Deci &

Ryan, 1985; Dececco, 1968). 정보제공으로서의 피드백 제공은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을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Mory, 1996).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수행에 대한 참여 동기를 저

해시킬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과 수행을 유발하게 된다

(Deci & Cascio, 1972).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효능감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개인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예상할 수 있다(Brockner et al, 1972).

발표 불안 및 수행과 관련한 연구들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았을 때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았을 때에 발표자들이 더욱 더 높은 각성수준을 보

이며(Bassett et al., 1973), 나아가 발표자에게 있어 부적절한 피드백으로 여겨

질 수 있는 청중의 부적절한 반응 및 무관심 역시 피험자의 발표 불안 및 수

행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 등이 제안되고 있다(McIntyre et al., 1997).

이를 통해 부정적인 피드백은 발표 불안 및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교사 평가와 또래 평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선발 및 배치의 기능,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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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평가 방법은 교사에 의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교사 평가는 교사가 평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어온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사 평가는 대

부분 1인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효율적 방법

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선발과 관련된 고부담(high-stakes) 의사결

정에서는 평가방법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남명

호, 2002; 강애남, 이규민, 2006). 그렇게 때문에 교사 평가의 성패 여부는 교사

의 전문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신뢰롭고 타당한 교사 평가

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백순근, 2006; 이인제 외, 2004), 이

러한 교사 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발표 및 말하기 등과 관련된 수행의 평가에 있어서는 동료 집단의 관찰

이 필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김진희, 2006).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가방법이 동료 평가라 할 수 있다. 동료

평가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결과물이 얼

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정도, 수준 효과, 가치의 중요성 및 특성에 대한 개개

인의 합의점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Topping, 1998). 이러한 동료 평가는 학

습자 중심의 평가로 적절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단독 교사의 평가로 인한 주관

성 저하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동료로부터 유용한 정

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등 여러 장점이 있다(김민성, 2004; Kenny &

Berman, 1980). 한편, 동료평가에 대한 단점으로 동료평가가 또래 관계 내 권

력구조를 만들어 내며,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가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평가

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또래 관계로 인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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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Farr & Tone, 1994).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민성(2004)은 평가자의

판단근거 부정확, 개인적 감정의 개입, 맹목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 제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동료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타인

인간은 태어나면서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는 그들의 생애 기간 동안 주위에 있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맺어진다. 발달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주변에 자신과 직, 간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환경이 그들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Bronfenbrenner, 1993). 이와 관련되어 생애 초기 아동은 항

상 그들의 주위에 있는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

한 생애 과제로 여기게 된다. 이처럼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영

향을 받으며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되

는 타인관계는 교사-학생으로서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은 처음

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이 시기의 중요한 타자인 교사와

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사회 구성원으로 필요한

가치나 태도, 그리고 중요한 지식 등을 습득하게 된다. 한편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선택권이 없으며 교사가 우위에 있는 관계로(David, 1975; 박경인,

2010), 이는 취학 전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러

한 교사-학생의 관계는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들

의 학습효과 및 학생의 태도 및 인격형성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연호, 1984). 이는 교사로부터의 지지 경험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이러한 정보는 학생들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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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국내에서 시행된 교사의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저 연령일수

록 담임교사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며, 이러한 교사의 지지가 학교생활 적

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이기호,

1998; 안광미, 2004). 나아가 이러한 교사-학생과의 관계가 학생들의 발표 불안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최주영, 2012)를 통해 교사로부터의 피

드백이 학생들의 발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교사의 영향력이 저학년일수록 높다는 점은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타인의 대상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강조되는 중요한 관계는 또래관계라 할 수 있다. 또래는 연

령이 비슷하거나 성숙수준이 비슷해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

상을 의미하는데(Perry & Bussey, 1984; Santrock, 1990),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그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 되는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Berk, 1993; Rice, 1999).

실제로 또래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또래가 지닌 자신과 타인의 유사성을 통해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Hartup, 1977). 또한, 또래관계의 특성상

이들로부터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

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는 가족, 또래, 교

사 지지 중 학생들의 효능감을 가장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이 또래의 지지라

는 결과(고화숙, 1999), 교실에서의 청중 역할을 하는 또래 학생들로부터의 지

지가 중학생의 발표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김유나, 2008) 등이 제안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의 피드백은

발표 불안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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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교사 혹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

불안 및 수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따라 상이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정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피드백 제공자 및 학교급별에 따

라 발표자의 발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은 또래로부터의 부

정적 피드백보다 더욱 더 크게 발표 불안을 유발할 것이다.

가설 1-2. 중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과 또래로부터의 부정

적 피드백에 따른 발표 불안 유발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부정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발표상황에서 피드백 제공자 및 학교급별

에 따라 발표자의 발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은 또래로부터의 부

정적 피드백보다 더욱 더 크게 발표 수행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 2-2. 중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과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에 따른 발표 수행 저하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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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교사 혹은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 불안과 발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2개의 초등학교 및 2개의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

177명, 중학교 2, 3학년 134명이며, 이 중 분석 대상자1)는 초등학생 111명, 중

학생 76명 등 총 187명이었다. 초등학생 111명 중 남학생은 55명, 여학생은 56

명이었으며, 중학생 76명 중 남학생은 35명, 여학생은 41명이었다. 분석 대상자

187명 중 발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설문지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리

고 1차 혹은 2차 실험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42명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17명)의 학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서는 초등학생 86명, 중학생 59명 등 총 14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

다.

학생들은 집단 간 변인 중 하나인 평가자 유형에 따라 실험 상황에 무선적으

로 배정되었으며, 배정은 학급 단위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크게 1차 실험 및 2

차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된 초등학생 86명 중 48명

은 교사피드백, 38명은 또래피드백을 제공받았으며, 중학생 59명 중 30명은 교

사피드백, 29명은 또래피드백을 제공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각

각 2개씩 섭외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서울 내 상이한 지역군에 해당하는 학교

1) 본 실험은 학급 내 학생들을 발표집단 및 관찰집단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분석 대상자에는 발표집단 학생들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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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였다. 또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실험 진행을 위

해 공립 남녀 공학 학교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발표와 1차, 2차 검사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

는 내용 및 해당 연령의 학생들이 발표하는데에 적절한 난이도의 발표 내용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및 교육심리 전공생들의 논의

를 통하여 발표 과제를 정하였다. 또한 발표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자들의 발표 관련 개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도구들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표 과제

연구 참여자들이 실시하는 발표 과제는 크게 해당 연령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 내용 및 해당 연령대 학생들이 쉽게 발표를 할 수 있

는 수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현직 교사 및 교육심리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흥미롭게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크게 청소년들

의 언어사용, 연예인, 학업 등과 관련된 소재들이 제안되었다. 이 중 학업과 관

련된 소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학업적 수행능력 및 학업에 대한 선호 수

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예인 등과 관련된 소재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사전 지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표 소재로 제외되었다. 한편, 청

소년들의 언어사용, 특히 약어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



- 19 -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약어 사용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 실제 약어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 약어 사용에 대한 장점 및 단점 제시.

하고 있으며, 약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공유 수준이 균등하기 때문에 발표

소재로 적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흥미를 끄는 소재는 주로 만화, 게임 등과 같은

매체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소재로 발표를 하는

것은 발표에 대한 소재를 제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함께하는 공

간에서 자유로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교육적이고 당위

적인 방향으로 발표방향이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에게 특정 소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킨 후, 해당 소재

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발표과제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관

련된 자유로운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한달 후 우

리나라에 있을 중요한 행사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보상을 제

공하는 형태로의 흥미 유발 과정을 활용하였다.

발표활동은 총 2회(1차 및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대통령과 관련된 자유로운 발표를 위해 다음 2개의 발표 내용을 선정하였다.

 <표 1> 초등학생 발표 주제

중학생의 경우, 발표와 관련된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기 위해 크게 2개

의 발표 내용을 선정하였다.

  <표 2> 중학생 발표 주제

발표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위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매 회기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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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및 중학생 별 각각 두 개의 집단에 대

하여 동일한 비율로 첫 번째 발표와 두 번째 발표에서의 발표 내용 순서를 다

르게 함으로써 발표 내용 순서에 따른 이월효과를 통제하였다.

발표는 학생들에게 실험 조건상 한 학급 내에서 30초에서 1분간의 제한된 시

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학급 별 발표

순서는 무작위 순서에 따라 배정되었다.

발표 수행에 대한 평가는 현직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Schlenken과 Leary(1982)이 제안한 발표 관련 3요소(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체언적 요소)를 반영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전체 기본점수

1점 및 영역별 상, 중, 하 등 3개 요소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발표에 참여한 경

우 최소 4점에서 최대 1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 받도록 하였다. 채점자 간 신뢰

도는 cronbach‘s α=.84이었다.

나. 검사 도구

본 실험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에 따른 학생들의 발표 불안 및 수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발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

등(1999)이 개발한 한국판 발표 불안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검사는 Gilkinson

이 개발하고(Leary, 1991), Paul(1966)이 단축형으로 개정한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PRCS)를 한국어로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 중 16개 문항은 ‘발표 상황을 즐김’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12개 문항은 ‘발표 상황에 대한 긴장’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발표 상황에 대한 긴장’ 문항 중, 발

표상황에 대한 긴장과 관련 있는 상태 불안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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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 문항

발표

불안

발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

발표할 때 할 말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발표를 하는 동안 실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발표할 때 나 자신이 생각해도 겁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발표를 하는 도중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걱정된다.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발이 떨릴 것 같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생각을 하니 몹시 두렵다.

발표할 때 주위 사람들이 나만 유심히 쳐다볼 것 같다.

후, 기존 문항 개발 과정에서 높은 요인구조계수를 보이면서, 본 연구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8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발표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발표 불안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1차 검사의 경우 각각

cronbach’s α=.91, 이었으며 2차 검사의 경우 각각 cronbach’s α=.90 이었다.

각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문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발표 불안 문항

3. 연구 절차

실험은 학급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한 학급을 2회 방문하여 각각 1차, 2차 실

험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담당 교사가 실험을 보조하였다. 실험에 대한 안내는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또한 실험 평정을 위해 필요한 비디오 촬영은 교사 및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

를 구하여 진행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2개 학교 5개 학급 중, 2개 학급은 교사 피드

백 조건, 그리고 3개 학급은 또래 피드백 조건으로 진행되었지만 학급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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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실험에 대한 안내

↓

[1회기] 발표 참여자 및 관찰자 분류

↓

[1회기] 집단 별 역할 설명 및 발표참여자 대상 1차 설문 실시

↓

[1회기] 발표활동

↓

[2회기] 2회기 안내

↓

[2회기] 발표참여자들에게 ‘부정적 (교사 혹은 또래)피드백’ 제공

↓

[2회기] 집단별 역할 설명 및 발표참여자 대상 2차 설문 실시

↓

[2회기] 발표 활동

↓

[2회기] Debriefing

[그림 2] 연구절차

수의 차이로 인해 위 2개 집단의 분석 대상자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교사

피드백 조건 38명, 또래 피드백 조건 39명).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실험에 참

여한 2개 학교 7개 학급 중, 4개 학급은 교사 피드백 조건, 3개 학급은 또래

피드백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건 당 분석 대상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교사 피드백 조건 63명, 또래 피드백 조건 48명).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가. 실험에 대한 안내

연구자는 해당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의 자리를 재배열하고, 평상시 앉던 자리

에 그대로 앉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기에 앞서 교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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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활동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

재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위 발표 활동은 1년 후 국어교과에 포

함되어 있는 ‘논리적인 의사소통’ (혹은 ‘내 생각 전달하기‘)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 및 관찰 활동은 미래 여러분들

의 수행 수준을 예측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발표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오늘이 11월 ○

일이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12월 19일에 있는 중요한 행사가 무엇

일까요?’ ‘(학생들 답변)’ ‘네.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날

이에요.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학생들 답변)’ ‘네. 대통

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시간에

는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발표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이 선생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학교 선생님보다 저보다 더욱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답변)’ ‘바로 여러분들

위기를 정돈하여 안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자의 소속 및 실험에 대한 목적 및 주요 사항 안내를 진

행하였다. 실험목적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후, 중학생과 초등학생별로 상이한 발표 주제를 안내하도록 한다. 초등학생

의 경우,

와 같이 안내한다. 중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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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은 시간이 35분(혹은 40분)가량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학급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

해 여러분들 중 어떤 학생들이 발표를 할지, 관찰을 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는 ● 혹은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발표자인지, 관찰자인지는 모두 뽑은 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 쓰는 약어입니다. 약어라는 말 자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줄여

쓰는 말을 모두 포함해서 약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약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 답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시간 및 다음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약어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안내한다.

나. 발표 참여자 및 관찰자 분류

이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발표 참여자 및 관찰자를 분류한다.

학생들의 제비뽑기가 완료된 후 ● 모양이 발표자, ★ 모양이 관찰자임을 알

려준다. 학급 내 발표자 비율은 50-60%가 되도록 한다.

다. 집단 별 역할 설명 및 발표참여자 설문 실시

발표참여자 및 관찰자 분류가 완료 된 후 연구자는 발표참여자에게 발표 관

련 주요 안내 사항 및 1차 불안 설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초등학생의 경우, 발표를 앞에 나와서 하는 대신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발표를 진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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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참여자는 1명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 발표

시간은 1분 이내로 진행해주기를 바라며, 최소 30초 이상의 발표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표주제를 말씀드리면..(중략)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발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

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지는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에게 아주 맞다고 생각하면 5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1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앞에서 발표하는 동안, 앞에서 발표하는 친구들

이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다음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할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다음 나누어드리는 설문지에 친구들의 이

름을 적고 옆 질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맞다

고 생각되면 5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1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3)’

발표참여자들이 1차 설문지에 응답하는 동안, 연구자는 관찰자를 대상으로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설문지 작성 및 역할 설명이 완료된 후 교실 내 발표참여

자 및 관찰자 명단을 수합한다.

라. 발표활동

발표참여자들의 설문지 작성 및 역할 설명이 완료된 후 개별 학생들의 발표

록 하였다.

3) 관찰자 대상 설문지는 자신의 발표가 또래 친구들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관찰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위 활용되었으며, 실제 관찰 설문지 결과는 결과

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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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다. 교실 뒤에 카메라를 고정 설치한 후, 연구자는 카메라 옆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때, 학생들의 발표 순서를 수합된 발표참여자

명단을 바탕으로 임의의 순서대로 지정하여 발표를 하도록 진행하였다. 학생들

의 발표는 대개 30초 혹은 그 이하로 진행되었으며, 개별 학생이 발표를 한

후, 종료가 되면 다음 학생이 나오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동안

관찰자 학생은 발표를 보고 관찰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모든 학생들의 발표가

종료되고, 관찰자의 평정이 종료된 후 1회기 진행은 종료되었다.

마. 2회기 안내

1주일 후4), 동일 학급에서 2회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2회기에서는 1회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리를 배열한 후, 지난시간과 동일한 교실 환경을 만들

었다. 이후 연구자는 2회기 실험 역시 1회기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2회기 발표

주제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지난 시간에서의 발표참여자 및 관찰자는 동

일하게 진행된다는 사실 역시 안내하였다.

바. 발표참여자들에게 부정적 피드백 허위 제공

2회기에 대한 안내가 종료된 후 발표참여자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허위 제

공하였다.

학생들에게 교사 및 또래 피드백 제공에 대한 조작은 피드백 제공 이전 학생

들에게 구두로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루어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교사 평가와 또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이 중 시간 관계상 하나

4) 일부 학교의 경우, 사정상 1회기 실험 3일 혹은 4일 후 방문하여 2회기 실험을 진행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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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회

기에 발표한 것에 대하여 선생님 및 또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

재까지 계속 결과를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실 친구들(혹은 선

생님)이 여러분의 발표를 평가한 결과가 합산되지 않아, 선생님(혹은

교실 친구들)으로부터 제공된 평가 결과만이 나왔습니다. 평가는 크게

’내용적 요소(얼마나 포함되어야 하는 말을 잘 말하는지)‘, ’음성적 요

소(발음, 억양 및 떨지 않고 말하는지)‘, ’체언적 요소(몸짓이나 표정

등을 얼마나 알맞게 말하는지)‘ 등 3개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수합된 1회기 발표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난 시간에 이루어진 발표는 크게 3개의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

가 이루어졌고, 결과에 따라 등수가 나왔습니다. 1~5명까지는 상,

6~10등까지는 중, 11~15등까지는 하 등급으로 환산된 결과를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5)’

의 평가만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하나의 평가에 대한 결과만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하였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급 내 모든 발표 참여자들이 학급 내 발표참여자 중 동

일 비율에 따른 3개 급간으로 나누어진 ‘상, 중, 하’ 중 ‘하’(하위 1/3)에 해당하

는 결과를 받았다는 형태로 제공되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 결과

를 나타내는 스티커가 부착된 안내지를 제공하였으며, 각 개별 스티커는 3개의

색깔이 균등한 비율로 붙여져 있지만, 실제 스티커에 대한 설명이 상이하게 기

술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인식하도록 설계하였

다.

부정적인 피드백 제공 과정 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이후, 학생들에게 스티커가 부착된 발표 결과 안내지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

5) 발표 참여자 인원수에 따라 등급별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등급별 비율은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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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참여자의 발표 수준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

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발표 결과 안내

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 결과 안내지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발표 등수에 따른 스티

커 제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 지금 나누

어드리는 (발표 불안) 설문지 앞 발표 결과 안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결과 안내지 내용 제공되는 스티커

Group1 상 : 빨강색, 중 : 초록색, 하 : 파랑색 파랑색

Group2 상 : 초록색, 중 : 파랑색, 하 : 빨강색 빨강색

Group3 상 : 파랑색, 중 : 빨강색, 하 : 초록색 초록색

이 설명한다. 이 때, 발표 결과 안내지에 각각 상이한 내용의 결과 설명을 기

입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실제 개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결과 안내지 기입 내용은 아래<표 4>와 같

다.

<표 4> 발표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안내지 내용 및 스티커

사. 집단별 역할 설명 및 발표참여자 2차 설문 실시

1회기에서와 동일하게 발표참여자 학생들에게 발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2차 발표 설문을 실시하였다6). 한편, 관찰자 집단에게는 1회기에

서와는 다른 역할을 지시하였다.

6) 2차 발표 설문에는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한 평가자(교사 혹은 또래)를 발표 참여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실험 조작 확인 문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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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앞에서 발표하는 동안, 친구들의 발표에 대한

장점 혹은 칭찬을 적어주도록 하세요. 발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지, 그렇게 참여한 발표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칭찬을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7)

아. 발표활동

발표참여자들의 설문지 작성 및 관찰자 역할 설명이 완료된 후 1회기와 동일

한 조건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다만 관찰자들이 각 발표참여자에 대한 장점

및 칭찬을 기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표참여자 간 간격을 일

정하게 유지하도록 진행하였다.

자. 실험목적 보고(Debriefing)

모든 발표참여자들의 발표가 종료되고, 관찰자들의 발표참여자 관련 장점 및

칭찬 기술이 완료된 후, 학생들에게 실험과정 및 목적을 모두 보고하였다. 보

고 내용에는 발표참여자 및 관찰자들의 역할 및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한 과제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본 실험에서 제공된 부정적 피

드백과 관련하여 실제 학생들이 제공받은 발표 결과 안내지를 서로 비교해보

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실험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

시키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 회수를 하며 개인별 혹은 모둠별로 앉아 있

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찰자 학생들이 2차 발표 시 발표참여자들의 발표를 보고 기술

7) 본 조작은 부정적 피드백 제공 조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발표 참여자들의 발표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 및 연구 윤리 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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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칭찬 등의 내용을 각 발표참여자들이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실

험 종료 후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 상황에서 학교급 및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발표자의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의 변화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을 학교급 및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로, 사전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을 공변인으로, 사후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을 종속변

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하였다. 이후 각 학교급 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

로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Simple effec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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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피드백(n=48) 또래피드백(n=38) 계(n=8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

전

불안 1.91 .69 2.49 1.20 2.17 .99

수행 6.96 1.64 6.55 1.75 6.78 1.69

사

후

불안 2.25 .89 2.31 1.03 2.27 .95

수행 6.15 1.52 6.45 1.74 6.28 1.61

중등
교사피드백(n=30) 또래피드백(n=29) 계(n=5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

전

불안 3.03 .86 2.72 .78 2.88 .83

수행 6.50 2.08 6.00 1.71 6.25 1.91

사

후

불안 2.99 .71 2.67 .64 2.83 .69

수행 6.77 1.72 6.21 1.32 6.49 1.55

Ⅴ.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의 발표자 연령 별 평균 결과는

아래 <표 5> 및 <표 6> 과 같다.

<표 5>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기술통계치_초등학생 군

<표 6>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기술통계치_중학생 군

발표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수준은 중학생에게서 더욱 높았

다(평균초등사전발표불안=2.17, 평균중등사전발표불안=2.88) 발표 수행 수준의 경우, 사전

수행 수준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던 반면(평균초등사전발표수행=6.78, 평

균중등사전발표수행=6.25), 사후 수행 수준은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평균초등사

후발표수행=6.28., 평균중등사후발표수행=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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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공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하여 검증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분

산분석이 본 연구 자료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발표불안 및 발표 수행 수

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 군 및 중학생

군 모두 절대값 2 이하의 첨도 및 왜도 계수를 나타내었다[왜도계수초등발표불안

=1.027(사전), .529(사후); 왜도계수초등발표수행=.207(사전), .564(사후); 왜도계수중등

발표불안=.144(사전), -.156(사후); 왜도계수중등발표수행=.593(사전), .595(사후); 첨도계

수초등발표불안=.599(사전), -.379(사후); 첨도계수초등발표수행=-.644(사전), -.069(사후)

첨도계수중등발표불안=-.474(사전), -403(사후) 첨도계수중등발표수행=-.695(사전), .306

(사후)]. 이를 통해 초등학생 군 및 중학생 군에서의 정규성 가정은 충족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evene’s의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사전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을 공변인으로, 사후 발표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등분산 가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등에서의 발표

불안 및 초, 중등에서의 발표 수행 수준 조건에서는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킨

반면[F(1,84)=.012, p>.05 ; F(1,57)=.502, p>.05 ; F(1,57)=.074, p>.05], 초등에

서의 발표 불안은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84)=4.476, p<.05]. 그러나 해당 조건 내 두 집단(교사 피드백, 또래 피드

백)의 크기 비율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공분산분석

을 시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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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63.936 4 15.984 43.702
*

절편 11.343 1 11.343 31.014
*

사전발표불안 51.555 1 51.555 140.958
*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1.692 1 1.692 4.625
*

학교급 .283 1 .283 .773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 학교급 .394 1 .394 1.076

오차 51.205 140 .366

합계 1022.016 145

수정합계 115.141 144

2. 학교급 별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자의 발

표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누가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발표자의 발표불안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학교급 별 비교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자

의 발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학교급 및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발표 불안 이원공분산분석 결과

*
:p<.05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난 반면[F(1,140)=4.625, p<.05], 학교급에 따른 주 효과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40)=.773, p>.05 ;

F(1,140)=1.076, p>.05].

구체적으로,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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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초등 대비 2.184 1 2.184 5.971
*

오차 51.205 140 .366

중등 대비 .181 1 .181 .496

오차 51.205 140 .366

<표 8> 학교급 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발표 불안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p<.05

공분산분석을 통해 추정된 평균값에 따르면8),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발표 불안이 증가한 반면(발표불안초등-교사피드백

=2.615),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발표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발표불안초등-또래피드백=2.285), 이들 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140)=5.971, p<.05]. 반면 중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

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또래피드백을 받았을 때 모두 발표 불안 수준이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발표불안중등-교사피드백=2.602, 발표불안중등-또래피드백

=2.490), 이들 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F(1,140)=.496, p>.05].

8) 본 공분산분석에서 사전발표불안수준은 2.46으로 추정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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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166.959 4 41.740 30.018
*

절편 62.101 1 62.101 44.662
*

사전발표불안 158.831 1 158.831 114.226
*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680 1 .680 .489

학교급 8.243 1 8.243 5.928*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 * 학교급 5.637 1 5.637 4.054
*

오차 194.669 140 1.390

합계 6237.000 145

수정합계 361.628 144

3. 학교급 별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자의 발

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누가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발표자의 발표 수행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학교급 별 비교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자

의 발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학교급 및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발표 수행 이원공분산분석 결과

*
:p<.05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에 따른 주 효과 및 피드백 제공자 및 학교급 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F(1,140)=5.928, p<.05,

F(1,140)=4.054, p<.05],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40)=.489, p>.05].

구체적으로,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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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초등 대비 6.215 1 6.215 4.469
*

오차 194.669 140 1.390

중등 대비 1.001 1 1.001 .720

오차 194.669 140 1.390

<표 10> 학교급 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발표 수행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p<.05

공분산분석을 통해 추정된 평균값에 따르면9),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보다

수행 수준이 더욱 저하되었으며(발표수행초등-교사피드백=5.912, 발표수행초등-또래피드백

=6.455), 이들 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140)=4.469, p<.05]. 반면 중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

았을 때에는 수행이 다소 증가한 반면(발표수행중등-교사피드백=6.806),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는 수행이 저하되었다(발표수행중등-또래피드백

=6.544). 하지만 이들 간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F(1,140)=.720, p>.05].

9) 본 공분산분석에서 사전발표수행수준은 6.57로 추정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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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발표자의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보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자의 발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피드백 제공자에 따

른 주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상한대로 초등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발표 불안의 증가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 또래로부터 받은 경

우에 비해 더욱 더 높은 발표 불안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부

정적인 피드백 제공자로서의 교사 혹은 또래에 따른 발표 불안 수준의 변화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발표자의 발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주 효과, 학교급 및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

표 불안과 마찬가지로 발표 수행에 있어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

라 발표 수행의 수준 저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역시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은 경우, 또래로부터 받은 경우에 비해 더욱 더 낮은 발표 수행 수준

을 나타냈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 제공자로서의 교사 혹은

또래에 따른 발표 수행 수준의 변화는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집단 간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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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시사점

가. 결과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보다 발표 불안의 증가 및 발표 수행 수준의 저

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교

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

면서 학생들은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이처럼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교사는 아동들에게 있어 매우

유의미한 권위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교

사는 학생들의 인격 및 가치관 형성뿐만 아니라, 지지활동을 통한 유능감 형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lbo, 1989).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부터의 칭

찬 혹은 유의미한 보상은 학생 스스로의 유능감 인식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참여 동기

저하 및 낮은 자기 효능감 유발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유의미한 타자로 여겨지는 교사로부터의 피드백은 학생들

의 정서적, 행동적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먼저 초등학생의 또래에 대한 인식 양상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최근 들어 폭 넓게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협동학습 등을 비

롯하여 모둠형 자리 배치 및 그룹별 보상체계 등과 같은 교실 환경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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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평가하였던 주위 친구들을 경쟁자 혹은 권위자

로 인식하기보다는 학습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 참여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이 진정성 있게 발표참여자에게 인식되

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학업 수

행과 관련된 평가는 전적으로 교사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는 또래로부터의 학업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들에게 친숙한 경험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적 배경으로 초등학생들에게는 다른 친구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와 자

신의 낮은 수행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

여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초등학생의 불안 증가 및 수행 저하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과 또래로부터 부

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 모두 발표 불안 및 발표 수행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정적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미

한 차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발표 활동

과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사전

발표 이후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받은 피드백을 통

제적 피드백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보적 피드백으로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공된 피드백의 형태가 상, 중, 하 등의 비교 서열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로서 개인의 발표 동기

및 효능감 등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발표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서적 반응 혹은 수행의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성적 혹은 배치 등과 같이 높은

과제가치를 지닌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는 선생님이나

또래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중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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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지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Meece et al, 1990). 또한 중학생들에게서 수행 저하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발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피

드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 되었을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 제공 이후 학생들의 발표

불안 수준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 불안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발표 활동의 노출이 개입되어 수행 저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

다. 끝으로 중학생들에게 제공된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한계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나. 교육적 시사점

발표활동은 청소년들의 학업적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발표는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상

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표현이 교사 혹은 타인의 존

재라는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활동 및 평가 방법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백순근, 2000; Fremouw & Breitenstein, 1990).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발표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보다 더욱 더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

을 예상할 수 있다. 타인의 존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더욱 더 높

은 각성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이러한 높은 각성 수준은 다른 외부자극, 특히

타인의 평가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Festing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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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높은 불안 수준은 개인의 수행과도 밀접한 연

관성을 지니게 된다. 타인의 존재에 따른 불안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 더욱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

다(Daly et al, 1989). 발표라는 상황 및 이를 통해 부정적인 피드백이 예상되

는 상황에 놓여있는 개인은 자기초점적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러한 일련

의 과정으로 인해 자신의 발표를 지켜보는 타인에 대한 적절한 탐지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탐지 능력의 저하가 결국 발표 수행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활동에 비해 발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부정적인 피

드백이 학생들의 불안 및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학생

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주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에 따른 영향력이 중학생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교사로부터 제공될 때 더욱 더 두

드러진 불안 증가 및 수행 저하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피드백은 이전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후

의 수행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

다. 이는 곧 평가 주체로서의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 혹은 단순 평가자로서의 역

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들의 피드

백 제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행동 수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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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형성 및 지식 습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교사의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 및 지시 등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초등학생에게 제공된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은 다른 학

교급 및 피드백 제공자와 비교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 학생들에게 제공

되는 부정적인 피드백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실제로 교사들이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 양식으로 교정적 피드

백을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수행 수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후 수행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등을 포함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로부터의 교정적 정보 획득은 교사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초등학생에게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

제로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이 적절하지 못한 수행

과 이에 대응하는 피드백 제공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저하를 완화시키고, 이후 수행 증진에도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안하

고 있다(Schunk, 1982; Relich et al, 1986).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자가 초등학생에게는 교사로 한정되었다면, 중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또래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연령대의 학생들로부터 제공되는 또래로부터의 피드백은 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학생에게는 해당 연령 대의

또래 간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생애 과제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이러한 과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

이 될 수 있으며, 이후 학업 관련 수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또래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지지 경험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

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발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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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있어서도 비록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더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에 또래

로부터의 지지가 수반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

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발표 경험의 제공은 학생들에게 발표 불안 유발 및 수행 수준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경

우,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성숙해 나가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이

자,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고와 신념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한상철 외, 1998).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지속적인 발표 경험은 학생들에게 높은 과제 참여 동기를 이끌어냄으로써 수

행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학생들의 수행 수준 역시 높다. 또한 다양한 수

업 활동 전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극복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 중등 별로 각 2개 학교씩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지

만 지역에 따른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광범

위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피험자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총 145명의 최종 분석대상자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학급을 2회 방문한 후, 해당 학급 중 발표에 참여하

는 일부 학생(학급 당 12∼15명)만을 분석 대상자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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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석 대상자를 얻는 데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었

다. 비록 초등학생 집단에서 교사 및 또래 피드백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으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피

험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발표 수행의 과제가치 및 부정적 피드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발표 활동에 대한 과

제 가치를 높게 인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공된 부정

적 피드백이 실제로 중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조작으로 지각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교사가 실험

을 진행 하는 것을 제안한다. 담당 교사가 진행하는 경우, 실험 상황과 일상

수업 활동 간의 유관성 및 평가에 대한 민감성 확보 등을 통해 일련의 실험

과정에 대하여 학생들이 보다 높은 과제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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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발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 ⓵   ⓶   ⓷   ⓸   ⓹

2. 발표할 때 할 말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⓵   ⓶   ⓷   ⓸   ⓹

3. 발표를 하는 동안 실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⓵   ⓶   ⓷   ⓸   ⓹

4. 발표할 때 나 자신이 생각해도 겁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⓵   ⓶   ⓷   ⓸   ⓹

5. 발표를 하는 도중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6.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발이 떨릴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7.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생각을 하니 몹시 두렵
다. ⓵   ⓶   ⓷   ⓸   ⓹

8. 발표할 때 주위 사람들이 나만 유심히 쳐다볼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부록 1. 발표 설문지

            (초등/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들의 발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묻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문장을 읽고 자신이 발표할 때 떠오르는 생각
과 얼마나 비슷한지 표시해주십시오. 아래 문장이 나에게 매우 그렇다고 생각되면 
⓹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⓵에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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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평가요소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떨지 않고 
잘 말하고 있습니까?

몸짓이나 표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1.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2.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3.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4.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5.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6.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7.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8.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9.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0.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1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2.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3.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4.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5.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부록 2. 관찰자 응답지(1차)

            (초등/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동안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친구들의 발표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은 친구
들의 발표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친구가 앞에 나오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동안 아래 기준에 맞게 얼마나 친구들
이 발표를 잘 하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고 생각되면 ⓹에, 전
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⓵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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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결과는?

 평가 결과 안내 및 발표 설문지(2차)

 지난 11월 OO일에 실시한 1차 발표에 대하여 다음의 3개 기준으
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1) ’내용적 요소(얼마나 포함되어야 하는 말을 잘 말하는지)‘, 
 2) ’음성적 요소(발음, 억양 및 떨지 않고 말하는지)‘, 
 3) ’체언적 요소(몸짓이나 표정 등을 얼마나 알맞게 말하는지)‘ 

 위의 3개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15명의 학생들
에 대한 1차 발표 평가 결과 점수가 나왔습니다. 
  1~5등의 학생에게는 빨간색 스티커가, 
  6~10등의 학생에게는 초록색 스티커가, 
  11~15등의 학생에게는 파란색 스티커가 제공될 것입니다. 

 잠시 후 2차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2차시 발표는 1차시와 동일
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발표 결과를 확인한 학생은 조용
히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평가 결과 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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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부록 4. 관찰자 응답지(2차)

            (초등/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친구들의 발표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은 친구들의 발
표를 본 후에 칭찬이나 장점을 아래에 적어주세요. 지난 1회기에서의 발표와 상관없이 
이번 발표에 대해서만 적어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 혹은 장점만을 적어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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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Negative feedback

from Teacher and Peers on Speech

Anxiety and Performance : A

Comparison betwee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Sang-In Shi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ech has been used as an effective method to evaluate students’

achievement. However, most of the students are exposed to negative

feedback due to norm-referenced evaluation structure. In terms of the

speech, this kind of feedback can have negative influences on student’s

speech anxiety and performance and these influences can be variou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valuator and the age of speaker.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negative feedback

from teacher and peers o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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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anxiety and performance.

The result showed that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participant who

received negative feedback from teacher more increased speech anxiety

compared with who received negative feedback from peers. On the other

hand,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speech anxiety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participant who received negative feedback from

teacher more decreased the level of speech performance compared with who

received negative feedback from peers. On the other hand,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speech performance

between two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eachers need appropriate strategies for

students’ speech according to their age.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acher should know that their own feedback is very important to stud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s and make an effort to offer the corrective

feedback.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important to offer emotional

support from peers and understand that continuous speech experiences can

be effective for students’ speech.

KeyWords : negative feedback, speech anxiety, speech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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