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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수가 발생하는 어려운 과제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의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흥미와 지속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수
인식이 과제 흥미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
해석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379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를 동질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실수 관리적 인식을, 다른 집단은 실수 예방
적 인식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처치하였다. 처치 이후 참여자들에게 인
지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Raven APM 문제 풀이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문제는 총 5회기에 걸쳐 제시하였으며, 3회기부터는 과제 참여 여부를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 중 참여자가
실수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회기와
2회기 이후에 인지적 재해석을 측정하였으며, 과제를 모두 마무리한 이
후 과제 흥미를 측정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참여한 총 회기수를 기록하
여 과제 지속을 측정하였다. 실수인식 처치를 제외한 실험의 전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실수관리 처치를 받은 집단은 실수예방 처치를 받은 집단에
비해 과제 흥미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실수예방 집단의 경우 사전 과제
흥미에 비해 사후 과제흥미가 감소한 반면, 실수관리 집단의 경우 사전
과제흥미 수준과 사후 과제흥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수가 발생하는 어려운 과제 상황에서 실수관리 집단은 실수예방
집단보다 과제를 오래 지속하였다.
실수인식이 과제흥미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재해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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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재해석이란 잠재적으로 정서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과제 상황을 해석한 정도
를 의미한다. 실수인식 처치에 따라 사용하는 인지적 재해석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실수관리 집단은 실수예방 집단보다 실수 상황에서 인
지적 재해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재해석
의 사용은 과제흥미 및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발
생한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제흥미를 유지하고 과제
를 보다 오래 지속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수인식 처치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수 관리적 인식을 처치하기 위해 제공한 시나리오에는 실수를 통해 새
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학습자들
에게 정서조절 학습을 위한 대응모델로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즉 실수
관리 집단은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실수로 인한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실
수예방 집단의 경우 실수예방 처치를 통해 실수는 부정적인 것이며, 예
방 가능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발생한 실수를 개인 내
적인 요소에 귀인하여 부적 정서가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실수는 학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활용하기에 따
라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실수는 부적 정서를 유발하
여 학습자의 동기를 저해하고 실수로부터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따
라서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습자가 실수 상황에서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 ii -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 관리적 인식을 갖는 것이 정서조절을
촉진하여 실수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동기수준을 유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실수 예방적 인식을 갖는 것은 실수 상황에서 정서
조절을 방해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념적으로 가정하였던 실수인식과 동기의 관
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실수인식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그
기제를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현실적으로 실수는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은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수 관리적
인 학습 문화의 형성이 학습자의 정서조절 촉진과 학습동기 유지에 효과
적인 교육적 개입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취지향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실수, 실수인식, 인지적 재해석, 정서조절, 학습동기
학

번 : 2017-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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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경험 중 하나로, 피할 수 없는 것’. 학습 맥락에
서의 실수에 대해 탐색한 Matteucci, Corazza와 Santagata(2015)는 실수를 이
렇게 정의한다. 실수는 학습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인
지가 관여하는 모든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Groβe &
Renkl, 2007; Kapur, 2012). 행동주의 연구자들은 실수가 학습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여겨 실수의 예방을 강조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실수는 오히
려 학습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
졌다. 실수를 발생시키는 학습방법은 실수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에 비하여
전이, 인출, 개념이해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
들은 실수가 학습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유용한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Butler, Fazio & Marsh, 2011; Fazio & Marsh, 2009 ; Metcalfe
& Finn, 2012).
그러나 실수는 기본적으로 바라던 결과의 부재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실수
의 발생으로 인해 실망이나 좌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Reason, 1990; Zhao, 2011). 학습자가 과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학습
자의 동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적 정서가 동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부적 정서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Linnenbrink
& Pintrich, 2003; Meyer & Turner, 2006). 즉 실수는 부적 정서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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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습의 주도권은 학습자에게 있으므로, 학습 동기가 없는 경우 사실
상 학습은 지속되기 어렵다(김성일 & 윤미선, 2004). 따라서 실수로 인해 동
기가 저해된다면 실수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학습에의 이점은 활용될
수 없다(Bell & Kozlowski, 2008).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
에서는 실수가 능력이나 기술 부족의 징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학
습자는 실수 상황에서 부적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학습 동기의 감소가
심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실수 관리적 인식을 지니는 것이 실수 상황
에서 학습자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Keith & Frese, 2015). 실수 관리적 인식이란 실수는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잠재적으로 학습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실수 예방적 인식은 실수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실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실
수 관리적 인식과 대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수를 발생시키는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실수 관리적 인식을 처치하는 것이 학습자
의 동기를 유지하게 했다고 주장한다(Heimbeck et al., 2003).
그러나 실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실수를 학습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인지적 효과 및 수행의 증진 여부가 주 관심사였기에 실수인식이 동기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실수인식과 동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은 실수인식에 따른 동기변인의 구체적 변화 및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실수인식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실수인식과 동기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이
해하고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수인식이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실수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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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상황에서 동기가 저하되는 것은 실수가 유발하는 부적 정서의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의 잠재적 이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수로 인한
부적 정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실수 상황에서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는
가는 학습자가 부적 정서를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연구에
서는 정서조절은 개인이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
지며,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Gross & John, 2003). 인지적
재해석이란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한 해
석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
식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해당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이
해당 상황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수준도 달라
진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 및 의미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은, 실수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실
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습자가 지닌 실수인식
에 따라 실수 및 실수상황에 대한 개인의 의미부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수인식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
으로 인지적 재해석을 상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수인식이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경험적
으로 확인하여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수상황에서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흥미 및 지속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실수인식이 과제
흥미와 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의 기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실수인식
의 영향력과 그 역동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의 확인은 실수나 시행착오 상황에서 학습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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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행동적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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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수가 발생하는 학습상황에서 실수인식에 따라 학
습자의 과제흥미와 과제지속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수인식이
과제흥미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수인식은 선행연구에 따라 실수 예
방적 인식과 실수 관리적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Keith & Frese, 201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집단 별로 실수인식 처치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 흥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 지속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실수인식이 과제 흥미와 과제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
해석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3-1. 실수인식이 과제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3-2. 실수인식이 과제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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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실수인식이 인지적 재해석을 통해 과제 흥미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수인식, 인지적 재해석, 과제흥미, 과
제지속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수인식

실수인식은 개인이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실수
예방적 인식과 실수 관리적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Frese & Keith,
2015). 실수 예방적 인식은 실수의 발생이 효율적인 학습을 방해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실수는 예방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는 관점이다. 반면 실수 관리적 인식은 실수는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고, 실수의 발생은 또 다른 학
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겨 실수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는 집단별로 실수 예방적 인식과 실수 관리적 인식을 처치하여 실수 인
식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나. 인지적 재해석

인지적 재해석이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인지적 해석을 변화시켜, 유발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의미한다(Buhle, Silvers,
Wager, Lopez, Onyemekwu, Kober, Weber & Ochsner, 2014; Gross &
John, 2003). 이 전략은 정서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정서유발 요인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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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작용한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서조절 전략이며, 우울이나 스트
레스 및 부적 정서와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여주, 김동일,
2012; Troy, Wilhelm, Shallcross, & Mauss, 2010).
본 연구에서는 실수 및 실수 발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실수
의 발생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상황을 재해석함으로
써, 실수가 유발하는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조절전략을 인지적 재해
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 과제흥미

본 연구에서는 과제 흥미를 과제에 대한 상황적 흥미로 정의한다. 흥
미는 크게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흥미
란 특정 영역에 대한 개인적, 지속적 선호인 반면 상황적 흥미란 환경적
인 단서 등에 의해 유발되고 지속될 수 있는 흥미를 의미한다(Hidi &
Renninger, 2006). 본 연구에서는 과제흥미를 실험 중에 주어지는 과제인
Raven-APM에 대한 개인의 상황적 흥미로 정의한다.

라. 과제지속

과제지속이란 개인이 과제 수행을 능동적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학습 과
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Zimmerman & Risemberg, 1997).
과제 지속은 대개 자기보고식 측정 또는 행동 측정의 두 가지 방법 중 하
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자기보고식 방법의 경우 참여자가 과제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답하게 하는 반면, 행동측정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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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상황에서 참여자가 과제를 지속하는 정도를 확인한다. 행동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측정법과 비교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자의 과제지속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Fulmer & Frijters,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행동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지속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총 5회기로 제시되는 과제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이후 과제에의 참여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학습자가 참여하는 총 회기의 수로 과제지
속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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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실수와 학습

가. 실수의 정의 및 유형

실수란 계획했던 물리적・정신적 활동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Reason, 1990). 연구자에 따라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실패한 경우를 실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Bell,
Kozlowski, Hoffman & Frese, 2011; Zapf, Brodbeck, Frese, Peters, &
Prümper, 1992). 실수는 개인의 선택 및 행동과 관련한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 실제 상태와의 원하지 않던 차이를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못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포함한
다(Zhao & Olivera, 2006).
선행연구에서는 실수를 근접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정의를 보
다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Metcalfe, 2017).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와 혼동
되어 사용되는 변인은 실패로, 선행 연구에서는 실수와 실패는 동일한 개념
이 아니며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Frese & Keith, 2015). 실
수와 실패 모두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의 미성취를 포함하지만 실패는 행
위의 결과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실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종백, 2010). 학습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모두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실패의 원인이 실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는 실패와도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안전한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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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수란 특정 맥락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며, 실
패는 실수 이외에도 ‘위반, 위험, 운’ 혹은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를 일컫는 용어이다(Metcalfe, 2017).
실수는 개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의 규칙을
깨뜨리고자 하는 행위인 위반(violation)과 구분된다(Metcalfe, 2017). 위반은
과제 목표나, 규칙, 기준으로부터 의도적인 편차를 유발한 것인데 반해,
실수는 의도치 않게 편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일부러 그러한 편차를 유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반과 구분된다.
실수는 또한 비능률(inefficiency)이나 위험과도 구분되는 변인이다. 비능률
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실수와 구분된다. 그러나 만일 설정한 목표에 효율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
어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비능률도 실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Hoffman & Frese, 2011). 또한 실수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
생하는 것이지만 위험(risk)은 환경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
서 위험과도 개념적으로 구분된다(Rasmussen, 1987; Frese & Keith,
2015에서 재인용).
선행 연구에서는 실수(error)를 잘못된 의도로 발생한 오류(mistake)와 실
행과정에서의 실패인 착오(slip)로 구분하기도 하였다(Norman, 1981). 오류란
지식 기반의 실수로서 실패를 예견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다. 잘못된 목
표를 선택하였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세운 계획이 좋지 않은 경우 행위
자는 처음에 계획한 바를 정확히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오류는 정확한 수행과 대비되는 체계적인 실수
이며, 예견된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Reason, 1994).
오류는 대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며, 초기에 의도
한 행동을 실행하였음에도 목표와의 편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착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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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착오는 실행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수행으로 정의된다(Reason,
1990). 의식적인 목표와 계획은 옳았지만 주의 결핍 및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잘못된 지각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실행이 잘못된 것을 착
오로 분류한다. 즉, 착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의도된 방법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라고 볼 수 있다(Sternberg, 1996).
자동화된 과정으로 인해 의도적이고 통제된 과정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외적 요인으로 인해 자동화된 과정이 중지되는 경우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오류와 착오의 발생 빈도는 개인이 문제 해결에서 인지적으로 어느 단
계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 해결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
를 잘못 선택하거나 목표 성취를 위한 방법이 잘못 구체화되어 발생하는
실수인 오류가 자주 일어난다. 반면 문제 해결 실행 단계에서는 목표성
취를 위한 의도적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인 착오가 자
주 일어난다(Reason, 1990). 실수와 착오를 이렇게 분류하는 관점은, 실
수는 행위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착오는 자동화된 과정이나 일시적
주의 흐트러짐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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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수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행동주의 연구자들은 실수가 정확한 내용을 실수가 정확한 내용을 학습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다수의 선행연구들
은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 그리
고 과제를 성공하게 한 전략의 반복적으로 사용은 안정성과 단기 수행에
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의를 느슨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안주
하게 하며 위험을 회피하게 한다(Madsen & Desai, 2010). 그러나 실수의 발
생은 학습에 대한 적극적 탐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문제해결에 성
공했을 때보다 실수했을 때 보다 깊은 사고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Metcalfe, 2017).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수했을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실수가 학습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지적 효과들은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Keith, 2005; Kornell & Bjork,
2009; Metcalfe, 2007).
실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활동을 멈추
고 실수의 원인에 대해 숙고하게 함으로써 메타인지 과정을 촉진한다
(Ivancic & Hesketh 2000). 선행연구에서는 실수를 학습과정에 활용하는
실수관리 학습법의 효과가 메타인지를 매개로 하여 일어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Keith & Frese, 2005). 실수는 자동화된 과정을 방해하고 학습
자로 하여금 학습 행동 및 전략에 대해 의식하게 하며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기도 한다(Keith
& Frese, 2011).
주어진 과제에 대한 멘탈 모델(mental model)을 증진하는데에도 실수
가 도움이 된다. 실수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명시적
인 메시지로서 실수의 발생은 부정확하게 사용된 정보 및 가정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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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해당 부분에 교정이 필요함을 알리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보다
실수했을 때 더욱 풍부한 멘탈 모델을 얻게 된다(Ellis & Davidi, 2005).
실수한 부분을 보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은 보
다 깊은 사고과정을 촉진하여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심화된 개념 학습을 유도한다(Frese & Keith, 2015; Kapur, 2014; Kapur &
Kinzer, 2009). 또한 실수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과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정보(negative information)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Oser & Spychiger, 2005;
Rach & Ufer, 2013에서 재인용). 정확한 학습 내용과 과정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경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보는 학습 내용을 공고히 하
고 정교화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문제의 올바른 표상 뿐 아니라 잘
못된 표상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문제해결 전략이 효과적인지
를 판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김종백 2010; Heinze, 2005).
실수가 발생한 이후 학습자들은 실수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방법을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이나 더 나은 문제 집행 과정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실수란 학습 과정에의 위협이나 방해물이 아니라 학
습 과정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
들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실수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서
더욱 많이 학습할 수 있다(Frese & Keith, 2015).
또한 실수는 그것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와 토론을 유도하
고 기존의 절차에 변화를 가져온다.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사용하던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증진되지 않는다. 하지
만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
운 시도를 한다. 즉 실수는 혁신적인 결과물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창

- 13 -

의적인 문제해결 시도를 가능케 한다(Mumford et al., 2006).
실수와 같은 부정확한 반응 자체는 기억이나 주의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실수는 추후 인출과제에서의 수행을 높인다(Butler, Fazio, & Marsh,
2011; Fazio & Marsh, 2009; Metcalfe & Finn, 2012) 실수가 발생되지 않는
학습과정과 비교했을 때, 실수가 발생되고 이후에 교정 피드백이 뒤따르
는 학습과정은 이후에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을 증진시키는 데 더욱 효과
적이다(Metcalfe, 2017). 실수 이후 기억과제에서 수행이 증진되는 하나
의 현상으로는 hypercorrection 효과가 있다. 학습자는 특히 답이 옳다고
자신감을 보인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더욱 잘 기억하는
경향을 보인다(Butterfield & Metcalfe, 2006). 연구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학습자들이 실수과정에서 경험하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같은 부적 정서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Butler et al., 2011).
실수가 학습과정에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점들에 주목하여, 연구자들은
실수를 학습과정에 이용하는 실수 관리 학습법(Error management
Training)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실수관리 학습법
을 교수자가 과제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실수를 억제하는 안내된
학습법(guided learning)과 비교한 결과 실수관리 학습법이 이후 과제수
행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실수관리 학습법은 새로운
전이 과제(adaptive transfer)를 수행할 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Bell & Kozlowski, 2008).
이처럼 학습과정에서의 실수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어떻
게 활용하느냐는 이후 학습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개념이나
영역과 관련된 실수의 경우는 추후에 그 실수에 대한 교정적 정보가 제공되
기만 한다면 이후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개념의 적용을 촉진하
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Metcalfe, 2017). 선행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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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수의 이점은 단순 시행착오나 실수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실
수에 대한 반성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와 실험에 의한 긍정적 효과라고 설
명한다(Frese & Keith, 2015). 즉 실수가 발생한 이후 학습자가 해당 실
수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할 때, 즉 실수로부터의 학습
이 동기화 될 때 학습이 일어난다.
실수 자체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서 동기화된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수의 발생은 이후 학
습에의

동기를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Heimbeck,

Frese,

Sonnentag & Keith, 2003).
기본적으로 실수는 활동의 흐름을 방해하여 불쾌감과 놀람을 유발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주의를 끈다(Cannon &
Edmonson, 2001). 사람들은 실수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는데, 이 때 실수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가 특히 부정
적인 경우는 주의 집중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Ivancic &
Hesketh 2000; Keith & Frese 2005).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실수
의 결과가 심각할수록 사람들은 그 실수로부터 더 많이 배우도록 동기화된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Homsma et al., 2009, Madsen & Desai, 2010, Zakay
et al., 2004). 동시에 실수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실수는 부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과
정에서 한 실수, 경찰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의 경우에는,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포함하는 극심한 부적 정서를 경험
하게 한다(Christensen, Levinson & Dunn, 1992).
동기적 요소는 정서적 반응과 높은 상관이 있으므로 학습자가 실망,
좌절,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에 동기는 저하된다
(Boekaerts, 2011). 즉 실수가 동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실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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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오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실패나 고착의
경험은 부적 정서, 무능하다는 느낌과 함께 참여 철회를 불러올 수 있다
(Elliot & Dweck, 2005). 또한 실수의 발생은 실수 교정을 위해 추가로 시
간을

투여해야

(Hofmann &

한다는

생각을

유도하여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Frese, 2011). 이런 불만족감, 부적 정서, 긴장 등은 동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손실이 클수록 동기
에는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Sitkin, 1992).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숙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해당 과목을 싫어하고 참여를 덜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Carver & Scheier, 1990). 실수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실수로 인
한 결과가 부정적일수록 더욱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의 실수를 부
인하는 반응을 보인다(Frese & Keith, 2015; Hajcak & Foti 2008). 이러
한 까닭에 실수관리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학습효과는 실수가 불러일으키는 분노와 좌절 때문에 가려지기도 한다고
설명한다(Frese et al., 1991). 실수로 인해 유발되는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적 정서가 과제 수행을 방해하거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Cappelli & Cacciotti 1985). 실제 실수 상황에 대해 분석적이고 생산적
인 접근법을 취하는가의 여부는 학습자의 정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대개 학습자는 실수를 부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실수로 인해 그들의 학
습이 방해받을까 두려워한다(Tulis, 2013).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실수
로 인한 결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동시에 실수로 인해 주의
집중이 유도될 수 있는 정도의 실수가 학습에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한다(Metcalfe, 2017). 실수부터의 학습은 실수로부터 학습하
려는 개인의 동기를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로부터 학습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동반하는 부적 정서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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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rese et al., 1991).
대개 사람들은 실수와 부적 정서를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이는 학습상
황에서는 다수의 경우에 실수가 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상황에서 실수는 학습자의 오개념을 판단하는 지표
로 활용될 때가 많으며, 이런 경우 학습자는 자신이 실수를 능력 부족으
로 귀인하기 쉽다. 실수와 실패를 구분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곧 실패로
여겨지거나 혹은 실수가 곧 능력부족의 징후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사람
들은 부정적 자기 평가 및 자기 의심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에 대
한 불만족감을 가지게 된다(Wood et al,, 2000). 이러한 정서반응은 곧
동기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수가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 있
는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개인
적 책임감과 내적 동기를 증진시킨다(Oldham & Hackman, 2010). 자율
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개인적 숙달감과 과제 흥미를 강
화하고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Bell & Kozlowski,
2008). 실수 허용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보다 솔직
하게 의사소통하고자 하므로 스스로의 실수 뿐 아니라 타인의 실수로부
터도 학습할 수 있다(Metcalfe,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나, 실수에 대한 환경의 지각 및 수용에 따라 동기 수준에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수의 발생에 대해 보다 의연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정서적 동요를 경감하여 실수 때문에 학습을 포기하는
경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rese et al.,
1991). 또한 개인이 실수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발생시킨
개인의 문제를 찾는 것보다, 발생한 실수에 주의를 집중하여 해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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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적응적이다(Tulis, 2013).
요약하면 학습과정에서의 실수는 학습에 인지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피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
과적이다. 단 실수를 관리하는 것의 학습적 이득은 명확한 교정피드백과
실수에 관대한 문화가 제공될 때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Nordstrom,
Wendland & William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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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수인식

초기의 실수인식 연구는 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Rybowiak과 동료
들(1999)은 작업 중 발생하는 실수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실수에의 대
처를 실수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 개인의 실수에 대한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실수 경향성 척도(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
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실수 경향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실수로부터
의 학습, 실수에 대한 고찰, 실수에 대한 도전, 실수에 대한 긴장, 실수와의
상호작용, 실수에의 유능감, 실수 예측 등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표 1>참
조).
개인의 실수인식은 학업 성취도 및 안녕감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연은모 외, 2015). 실수인식은 실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결정하며, 실수로부터 얼마나 학습하는가는 그 반응에 의해 달라진다(Van
Der Linden et al., 2001). 따라서 학습상황에서 실수를 학습에 도움이 되
는 방향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실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의 실수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속한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실수문화란 실수에 대해 공유된 규준과 가치
체계 및 공통적인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서는 학습상황에서는 교사의 실수에 대한 태도가 실수에 대처하는 활동
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를 통해 학습교실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실수
문화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Tulis, 2013). Frese(1991)는 실수를
대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태도를 기준으로 실수 예방적 관점과 실수 관리
적 관점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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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수경향성 척도 (Rybowiak et al., 1999, p.542-547)

하위요인

실수 유능감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내용
실수 발생 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실수의 부정적 결과를 경감하기 위한 지식 및 그 활용 정도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과정을 변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실수에 대한

실수에

도전적 태도

지향적인 태도

실수에 대한

실수에 대한 공포감 및 부정적 정서 반응

부담

실수에의
예상

대한

유연성과

책임감을

통해

나타나는

성취

실수로 인한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실수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현실적인 결과기대 및
태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성향을 의미
실수를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실수와

실수 감추기

관련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나 특정
조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실수에 대한
소통

실수에 대한
고찰

빠르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전반적인 능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상을 위해 실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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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수 예방적 인식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조직 모두 아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
여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Zakay et al., 2004). 실수 예방적 인식
이란 이와 같이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꺼리고 미리 예방하려는 태도를
일컫는다(Frese, 1991). 즉 특정 행동이 실수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실수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
가 있고, 동시에 예방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Frese & Keith, 2015). 따
라서 실수 예방적 인식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이
전에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며 실수 발생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습을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설명하는 행동주의에서는 실수가 잘못된
반응을 학습하게 하고 이를 강화시켜 추후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실수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강화와 벌이 학습을 촉진한다는
효과의 법칙에 따르면 실수가 처벌로 여겨지는 경우, 학습자는 실수가 발생
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는 학습자의 동기에도
부정적이라고 여겼다(Skinner, 1953). 따라서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수를 제거해야 할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여, 실
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Reason, 1990). 학교에
서 학습 내용과 과정을 세분화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
다. 행동주의와 같이 실수의 발생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실수의
예방 및 제거를 강조하는 태도는 대표적인 실수 예방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수는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예방적 접근은 한계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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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Frese & Keith, 2015).
실수 예방적 인식을 지니는 경우, 실수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믿고 사
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하
는 실수의 수는 적지만 일단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긴장
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 실수를 감추거나 실수한 사람을 탓하는 경향성
도 더욱 높다(Frese & Keith, 2015). 실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적 정서
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데, 부적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실수를 바
로잡고자 하는 시도가 지연된다면 실수로 인한 손해가 심화되거나 실수
로부터 학습을 경시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Van Dyck et al., 2005).
개인의 실수인식은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의 실수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수 상황에서 조직이 개인의 실수에 대
해 보이는 태도, 분위기 및 그로 인한 정서가 학습자의 전략 사용을 통
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수 예방적 인식을 형성하
는 환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성취지향적인 학습 환경을 들 수 있다. 성취
지향적인 학습 환경은 학습의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수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게 만든다. 목표와의 편차를 의미하는 실수는,
성취 지향적인 환경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쉽다. 이러한 환경에
서 학습자의 실수는 낮은 능력의 징후로 여겨지거나, 책망의 대상이 되
게 하므로 실패나 실수가 부적 정서와 고통을 유발한다(이명진, 봉미미,
2013). 실수가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완벽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 특히
심화될 수 있다(Frese & Keith, 2015). 실수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학습자들은 사전에 계획하
여 성공적인 학습을 하는 것에 익숙하여, 실수가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자책하고 학습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 정서에 의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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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다(Frese, 1991). 실패 회피 및 예방적 인식을 지닌 집단의 경우 실
수 발생 시 부적 정서가 유지 및 강화되기 쉽우며, 나아가서는 수행 수
준이 높아지기 어렵다(Heimbeck, Frese, Sonnentag & Keith, 2003). 공
통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실수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수반하는 부적 정서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취
지향적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습자가 실수 예방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부적 정서를 유발하고 실수로부터의 학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실수 관리적 인식

실수 관리란,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경감하고 학습이
나 혁신과 같이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증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접근을 의미한다(Frese & Keith, 2015). 즉 실수 관리적
인식은 실수가 발생한 이후에 취하는 조치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실수
발생 이전에 취하는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실수 예방적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Goodman et al., 2011).
실수 관리적 관점은 실수를 완전히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소용이 없
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실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수는 모든 상
황에서 발생하며, 심지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도 발생하는 실수의 질은
다르지만 그 빈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Prümper et al.,
1992). 즉 실수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실수를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보다는
실수가 발생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습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실수 관리적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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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이룬다(Nordstrom, Wendland, & Williams, 1998).
실수 예방적 접근이 실수가 유발할 부정적 결과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데 비해, 실수 관리적 접근은 사람들이 실수가 가져다줄 수 있
는 잠재적 긍정적 결과를 증진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여, 궁극적
으로 발생한 실수를 통해 더욱 성장하려는 태도를 증진한다(Frese,
1991). 실수 관리 전략은 실수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며, 실수가 유발
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막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Van
Dyck et al., 2005). 즉 실수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막고, 손
해를 빠르게 통제하며, 미래에 예상되는 실수의 발생을 경감하고자 하고,
장기적 학습효과나 수행, 혁신과 같이 실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수 관리는 실수 처리(error handling)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실수 처리가 기술적인 용어인데 비해 실수관리란 효과적으로 실수를 처
리하는 규범적인 전략을 일컫는다(Frese, 2008).
실수 관리 인식과 관련된 교육사조는 구성주의로서,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을 학습자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환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Naylor & Keogh, 1999). 구성
주의 관점에서는 기존에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학습하는 내용
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실수와 오개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실수는 학습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실수
를 기피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다루는 적응적인 방식을 학습하는 것도 학
습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교실에서도 실수로부터의 학습을 독려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Reusser, 2000). 실수를 배움의 기회나 학습에
서의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발생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배워 나가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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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백, 2010;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2014; Clifford, 1988; Jones &
Van Lehn, 1994; Mathan & Koedinger, 2005). 실수를 학습의 계기로 바
라보는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실수를 탐색하고
자 하고 교수자 역시 학습자의 실수를 관찰하여 학습 목표 달성의 정도
를 판단하고 추후 학습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Metcalfe,
2017).
개인의 실수인식은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직 속에서 학습자
들은 실수를 통해 더욱 많이 학습할 수 있다(Frese & Keith, 2015). 실
수 관리적 문화란 실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실수를 학습에 활용하
는 정도가 높은 조직 문화를 의미한다. 실수 관리적 문화에서는 실수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바라보고, 실수를 학습을 위해 사용하며, 실수에
대해 빠르게 반응 하고, 조직원들이 자신과 타인의 실수에 대해 자유롭
게 의사소통하며 그 결과 실수로부터의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Rybowiak
et al., 1999). 조직의 실수문화가 개인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자를 둘러싼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실
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환경 요인으로 교사의 반응과 학급의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Tulis, 2013). 교사가 실수에 대해 인내심 있게 반응하고 학습자의
실수를 개방적으로 토론하는 데 활용하고 학습의 기회로 여기는 반응을
보여줄 때나 학습자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숙달적으로 지각할 때, 학습자
들의 실수인식은 보다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신종호 등, 2014). 실수했
을 때 비판받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학습
자들은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부정적인 정서 반응도
더 낮게 경험한다(Tulis & Riemenschneid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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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허용적인 문화만 제공된다면 실수를 관리하는 것은 실수를 회
피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와 학급
환경이 실수 관리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Keith & Frese,
2008). 실수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지고 실수에 대해 타인과 자유
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실수 발생 시 부적 정서가 덜 유발되고,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실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Frese, 1991; Frese & Keith, 2015).

<표 2> 실수인식 (Frese & Keith, 2015, p. 665-667)

실수 예방적 관점

실수의 발생

실수와 학습

실수 관리적 관점

예방 가능하며,

실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

예방해야 하는 것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

실수는 효율적인
학습을 방해

실수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

실수는 잠재적으로

정서적 반응

실수는 부정적인 것

목표

실수의 부정적 영향 예방

실수의 긍정적 영향 최대화

실수 발생 이전

실수 발생 이후

실수 비허용적

실수 허용적

전략사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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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것

3. 정서조절과 학습

가. 학습과 정서, 정서조절

정서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 반응을 준비하거나 유지하게 하
며 학습 상황에서 정서는 학생의 흥미와 동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지
적 과정(volitional process)의 수준을 조절한다(Pekrun, 2006;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은 과
제 참여 및 지속, 수행을 포함하는 학습의 다양한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Mello

&

Graesser,

2012;

Pekrun

&

Linnenbrink-Garcia, 2012; Tulis & Fulmer, 2013).
일반적으로 학습 상황에서는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 상황에서의 정적 정서가 과제참여,
과제지속, 도전적 과제의 선호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부적 정서는
과제에 대한 낮은 정서적 참여도, 낮은 과제 지속 및 수행과 상관을 보
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Eccles & Wigfield, 2002; Efklides &
Petkaki, 2005; Shepherd et al., 2011).
정서는 개인의 학습 목표를 예언한다(도승이, 2008). 정적 정서를 경험
하는 경우 학습자는 학습 지향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
한 경향성은 학습자들이 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우 학습 환경을 지지적으
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시험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의

증가는

수행

회피

목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nenbrink & Pintrich, 200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도 초등학생의 숙달 접근 목표는 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부적 정서
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조한익, 김수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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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학습자의 흥미 및 과제에 투입하는 노력과도 상관이 있다.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정서가 학습과 성취와 맺는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는 분노와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는 학습자의 흥미
및 과제에 투입하는 노력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다(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정서와 과제 지속은 양방향적인 관계를 보
이는데, 과제 수행의 결과로 정서가 유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서가
과제 지속 및 과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eyer & Turner, 2002; Reeve, 2009). 한편 정서와 과제지속의 상
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
로 정적 정서는 과제 지속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부적 정서는 과제 지
속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관계가 항상 일관성을 보이는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tton & Davidson, 1997). 정적 정서와 과제 지
속은 부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Dweck, 2007; Harmon-Jones & Allen, 1997). 반
대로 부적 정서가 과제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
연구자들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학습자는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과제에 투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
명한다(Bandura & Cervone, 1983; D'Mello & Graesser,

2012; Yerkes

& Dodson, 1908). 이처럼 정서와 과제지속에 관한 혼재된 연구 결과는,
과제 지속과 학습에는 정적 정서가 유용하며 부적 정서는 나쁘다는 단순
한 이분적 사고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 조절의 관
점에서는 학습 중 부적 정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내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이는 주어진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Boekaerts(2006)는 학습 상황이 학습자
에게 부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경우, 학습자는 과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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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의 안녕감을 보호하기 위
해 과제 상황을 이탈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분노, 불안, 수치심과 같은 정서들은 내재적 동기로 볼 수 있는 흥미
및 즐거움과 같은 정적 정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
재적 동기를 낮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Pekrun et al., 2002; Turner &
Schallert, 2001). 내재적 동기 중 흥미는 특히 정서와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된 변인으로, 이는 흥미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동기
적 변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Hidi & Renninger, 2006). 흥미를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의 초기부터 정서를 동반하는 일로서 정서의 활성
화를 포함한다(Krapp, 2000, 2002). 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적 정서도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데,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긍정적 자극 뿐 아니라 혐오 자극에 의해서도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가
유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Turner & Silvia, 2006). 그러나 대상에 대
한 흥미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개인적 흥미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부적 정서가 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Hidi & Ainley, 2008).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가 불안이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적 정서 각성의 주요 원인으
로 성취에 대한 압력이나 실패에의 예상을 지적하며, 학습자들이 이러한
과도한 학습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학습 상황에서의 정서가 학습자
의 동기, 과제 지속, 나아가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으므로 학습 상황에서 부적 정서의 각성이 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는 정서조절 전략을 적절히 사
용하여 과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의 정서를 조절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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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집중한 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상황에서의 정서는 학습 동기 및 과제 수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과제에의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제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스스로의 정서를 잘 조절하
는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정서조절이란 불쾌정서의 완화와 유쾌 정서의 강화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Cole, Martin & Dennis, 2004),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
정서의 사용,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 부적 정서 발생 시 추구하는
목표에 알맞도록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Gratz & Roemer, 2004). 학습 상황에서 부적 정서가 발생하는 경우 학
습자들은 목표 달성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주의를 과제에 할당하
고자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Gross(1998)는 정서조절 과정 모형을 제안하며,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
의 발생과 실제의 정서 경험 사이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으며 그 단계별
로 서로 다른 정서조절 전략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조절 과정
모형에서 설명하는 정서조절 전략은 [그림 1]과 같다. 정서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주의 집중이 일어나
야 한다. 다음 단계로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서조절 전략은
크게 선행사건 중심 조절전략과 반응 중심 조절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Lazaru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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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유발 상황

상황
선택

→

상황
수정

→

측면

의미

주의

인지

할당

→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전략

전환

반응
정서적
→

→

반응
경향성

반응
조절

반응 중심
정서조절전략

[그림 1] 정서조절 과정 모형 (Gross, 2001. p.215)

선행사건 중심 조절전략이란 정서가 발생하여 생리적・행동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 전에 정서 발생에 관여하는 선행요인을 조절하는 전략을 의
미하며, 반응 중심 조절전략은 정서가 활성화 된 이후에 활성화된 정서
반응을 통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선행사건 중심 조절전략의 경우 선행
요인을 직접 조절하여 정서가 경험적・생리적・행동적으로 미치는 영향
을 큰 에너지 소모 없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 중심 조절 전략보
다 적응적이다(Richards & Gross, 2000).
세부 정서조절 전략은 그 목적과 정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
만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행사건 중심 조절전략과 반
응 중심 조절전략으로는 인지적 재해석과 억압이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1998; Gross & John, 2003; Mauss et al.,
2007; Parkinson & Totterdell, 1999). 억압이란 반응 중심 조절에 속하는
정서조절 전략으로, 정서가 유발된 이후에 정서 표현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Gross & Levenson, 1997). 얼굴 표정을 감추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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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서표현 억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정서조절전략의 효과성을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한 Gross(2001, 2002)는 재해석 전략이 억제 전략보다
효과적이고 적응적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두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조절 전략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으며 단기적으로 해당 전략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동시에 전략 사용의 효과성도 검
증하였다.

나. 인지적 재해석

정서와 정서조절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그
핵심개념이 평가(appraisal)라고 주장한다(Frijda, 1993; Scherer, Schorr,
& Johnstone, 2001). 정서에서 평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연구자들은 개
인의 정서는 상황에 대한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 및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직접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상정한다(Kaufmann, Lipnevich & Pekrun,
2018). 인지적 정서 이론가들은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 없이 정서는 일
어나지 않으며, 사건 자체가 아니라 평가가 정서를 일으킨다고 가정하기
때문에(Gross & Thompson, 2007), 같은 상황에서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정서적 반응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Siemer,
Mauss, & Gross, 2007). 즉 개인의 정서경험은 특정 맥락 속에서 자극
을 인지하고, 해당 자극에 대한 정서적 중요성을 평가한 이후에, 이에 대
한 정서적・생리적・ 행동적 반응이 일어나는 순차적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지는데, 이 때 평가단계에서 정서를 일으키는 정보들에 대해 조기에
인지적인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arrett et al., 2007; Scherer et al., 2001; Thompson, 1994).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서조절 과정 모형의 인지 전환 단계로서, 인지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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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 부여할 수 있는 많은 의미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정
함으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하다. 인지를 통한 정서조절은 개인이 정서를
조절하거나 관리하고,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는다(Gross, 2002).
Garnefski와 동료들은(200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적응적 전략으로는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을 제시하여 상
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재해석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다양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정서조절 전략은 인지적 재해석이다(Buhle et al., 2014). 인지적
재해석은 자극에 대한 평가단계에 개입하여, 주어진 정서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이나 평가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을
의미한다(Gross, 1998).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은 학생이 ‘선생
님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더 훌륭하게 되라고 꾸중하신 거야’ 라
고 생각하여 부적 정서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전략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다르게 하여 유발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상황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통제하는 것을 강조한다(Gross & John, 2003).
인지적 재해석은 일반적으로 반응 중심 전략들과는 달리 인지적・생리
적 비용(cost) 없이도 효과적으로 정서와 생리적 각성을 조절하며, 주의
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 집중 전략들보다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
다. 또한 인지적 재해석의 핵심 개념은 정서나 불안 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법의 원리로 이용되기도 하다(Gross, 1998; Ochsner, Bunge, Gross
& Gabrieli, 2002; Ochsner & Gross, 2005). 선행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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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략은 때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전략 사용 수
준도 가변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재해석 전략은 실험상황
에서 참여자에게 쉽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응 조절전략에 비해
정서조절에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Gross, 2003). 인지적 재해석
은 정서적・인지적・사회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
로 여겨지고 있으며(John & Gross, 2004), 선행연구에서는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도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
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McRae, Gross, Weber,
Robertson, Sokol-Hessner, Ray & Ochsner, 2012).
선행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해석이 부적 정서의 비생산적 효과를 경감
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Gross, 1998; Hofmann, Heering,
Sawyer & Asnaani, 2009). 부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재해석 전략
을 사용하는 경우 부적 정서경험 및 행동표현은 감소시키면서, 기억 손
상과 같은 정서조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Gross, 2001,
2002).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
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신체적・행동적으로 나
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감소하였으며, 정서적 자극에 대한 참을성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um, Alia, Salovey & Achor, 2013; Gross,
2002; Richards & Gross, 2000). 또한 인지적 재해석을 했을 때 정적 정
서의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부적 정서 수준은 낮아졌다(Feinberg, Willer,
Antonenko & John, 2012; Gross, 2003). 인지적 재해석은 개인마다 사용
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데 부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평소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적 정
서는 덜 경험하고 정적 정서는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지적 재해석의 사용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부적 정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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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였으며 생리적 반응도 더 적응적으로 유지하며 정적 정서의 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Mauss et al., 2007).

또한 평소

인지적 재해석을 하는 빈도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McRae, Jacobs, Ray, John & Gross, 2012).
Gross(2001, 2002)는 인지적 재해석과 억제를 사용했을 때 정서조절의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재해석은
억제보다 효과적이고 적응적임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재해석의 경우 부적
정서로 인한 정서경험 및 행동표현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기억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억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
억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리적 반응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고정관념으로 인해 수행에 위협을 미칠 수 있
는 상황에서 억제 등의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을 감소시켜
과제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나,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는 것은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행에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Johns, Inzlicht & Schmader, 2008). 인지적 재해석이 개인의 인지 자원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학습 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
여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특히 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이
인지적・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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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실수가 발생하는 학습 상황에서 실수인식에 따라 학습
의 과제흥미와 과제지속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실
수인식이 과제흥미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흥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예방 집단보다 과제흥미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지속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예방 집단보다 과제를 오래 지속할 것이다.

가설 3. 실수 인식이 과제흥미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해
석이 매개할 것이다.
3-1.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예방 집단보다 인지적 재해석을 더 많이
사용하여, 더 높은 과제흥미를 보일 것이다.
3-2.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예방 집단보다 인지적 재해석을 더 많이
사용하여, 과제를 더 오래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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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일반적으로 학령기 학습자의 내재 동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학습자의 경우 내재 동기가 초등학교 4학년
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이재
분, 현주, 류덕엽,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습동기의 감소가 시작되
는 시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수 인식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매개변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기에 내재동기의 감소가 시작되는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처치 효과
와 그 기제를 확인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82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컴퓨터 오류로 문제풀이를 도중에 중단한 1명과, 프로그램 상의 오류
로 답변이 기록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집단 간 설계로 한 학급의 20～26명의 학생들을 학급단위로
집단에 무선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학년 202명(53.3%), 6학
년 177명(46.7%)이며, 남학생은 173명(45.6%)이, 여학생은 206명(54.4%)
으로, 실수예방 집단에 187명(49.3%), 실수관리 집단에 192명(50.7%)을
학급단위로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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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실수예방집단

실수관리집단

합계

남

88

85

173명 (45.6%)

여

99

107

206명 (54.4%)

합계

187명 (49.3%)

192명 (50.7%)

379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예비 검사와 본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급을 단위로, 처치 종류에 따라 실수예방 인식 처
치집단과 실수관리 인식 처치집단 중 한 집단으로 무선 할당되었다. 이
러한 방식은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학급을 단위로 실험에 참여하기 때문
에 준실험설계(quasi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며 연구의 내적 타당
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수준과 주의집중 능력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제공하여 처치
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처치시간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시나리오를 직접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기에 같은 학급의
학생들을 동일한 집단에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처치를 제외한 실험의 전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
었으며 연구 절차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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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 절차



실험 소개 및 과제 안내 (2분)
↓



사전변인 측정 (10분)

과제효능감, 실수경향성, 과제흥미, 인지적 재해석 측정
↓



집단별 실수인식 처치 (10분)

실수예방인식 집단, 실수관리인식 집단
↓



과제 수행 및 인지적 재해석, 과제지속 측정 (20분)
자유 선택 과제

1회기

인지적
재해석

2회기

인지적

3회기

재해석
↓



과제흥미 측정 (3분)
↓



실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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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5회기

실험소개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연구 목적 및 실험 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듣고, 생년월일, 학년,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작성하
였다.
과제안내 단계에서는 과제로 제시되는 문항들이 Raven Advanced
Progressive Matrices(Raven & Forbes, 1973)라는 학습자의 인지적 능
력 측정을 위한 문항이라는 점을 안내하여 연구 참여자가 해당 과제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시 문항을 제시하여 문항을
푸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처치에 앞서 참여자들의 과제흥미, 과제효능감, 실수경향성, 인지적 재
해석 사용의 기저선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변수들은 추후 처치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고 각 변수의 사전 수준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학급 단위로 실수인식 처치를 제공 받았다. 처치 시
간을 통제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실수 관련 시나리오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10분
에 걸쳐 각 실수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실수 관련 역사적 일화들을 집단
별로 4개씩 제시하였다. 실수예방 처치 집단의 경우 실수로 인해 부정적
인 결과가 일어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례들을 제시한 반면(예.
NASA에서 개발한 화성탐사선이 발사과정에서의 단위 입력 실수로 인하
여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 실수관리 처치
집단의 경우 실수가 새로운 발견과 발명에 도움이 되었거나 추후 목표달
성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예. 에디슨이 9999번의 실수 끝에 전구발명에
성공한 사건)를 제시하였다.
처치 이후 참여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Raven APM 문제 풀
이에 참여하였다. 문제는 총 5회기에 걸쳐 제시되며 각 회기는 주어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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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에 3분 내에 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3분이 지나면 회기가
자동 종료되도록 구성하였다. 문제 풀이에 시간 제한을 둔 것은 학습자
들의 과제 참여시간을 통제하는 동시에, 실제 문제 풀이를 위한 주어져
야 하는 평균 시간보다 짧은 시간만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실수를 유도하
기 위함이었다.
실수를 활용한 학습법(Error Management Training)에 대한 선행연구
들에서는, 과제 수행 중 실수인식 처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제 중 실수
와 관련한 문구를 제시하였다(Carter & Beier, 2010; Keith & Frese,
2005).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문제가 제시되는 프로그램 상단
에 각 집단별로 실수와 관련된 문구를 제시하였다 ([그림2], [그림3] 참
조).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인지적 재해석과 과제지속
이 측정되었다. 과제지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과제 자유선택 여
부를 측정하였다. 과제는 총 5회기로 구성되지만 2회기를 마친 이후부터
는, 다음 회기의 과제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하
도록 하였다. 즉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자는 최소 2회기에서 최대 5
회기까지의 문제풀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몇 번째 회기까지
참여하였는가를 프로그램 상에서 기록함으로써 과제 지속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던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을 측정하
기 위하여 1회기와 2회기의 문제풀이 이후에 인지적 재해석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1회기와 2회기 이후에 각각 한 번씩 측
정하여 총 2회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치의 평균이 참여자가 과제를 수행
하면서 사용한 인지적 재해석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친 참여자는 과제흥미에 대한 문항에 답을 하고 실험을 종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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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제화면 예시 (실수예방 집단)

[그림 3] 과제화면 예시 (실수관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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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실험과제

본 연구에서는 Raven Advanced Progressive Matrices(Raven APM)
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Raven APM은 우수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
되는 피검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검사로 두 개의 소검사로 나뉘어있다.
Ⅰ의 경우 Ⅱ를 실시하기 전 연습용 검사로 제시되는 문항들로, Ⅱ는 점
차 어렵고 복잡해지는 36개의 본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임호찬,
2003). 주로 상위 능력을 소유한 어른들의 인지 능력 측정이나 청소년
영재 판별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 비언어적이고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지능 검사도구로 널리 사용된다(Arthur & Day, 1994).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실수가 유발되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에 해당 과제를 사용하여 인지적 어려움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이 검사도구는 사전지식의 영향을 통제하기에 적합하고 인지적 능력
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해 학습자들이 높은 과제가치를 부여하
도록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Raven APM Ⅱ에서 발췌한 문항들을 실험과제로 사
용하였다. Raven APM Ⅱ는 36개 문항의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도
록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회
기별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조정하였다. 1번과 36번, 2번과 35번 등으로
앞 번호와 뒷 번호의 문항들을 짝을 지어, 해당 문항 쌍들이 한 회기에
제시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각 회기의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문항을
배열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검사에 평균 40～6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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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다른 인지능력 검사도구의 평균 소요시간에 비해 더욱 긴 편에
해당한다(Arthur & Day, 1994). 본 연구의 과제 수행단계에서는 한 회기
에 6문항씩 제시하였으며, 3분의 시간제한을 두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피험자들의 평균 문제풀이 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학습자들의 긴
장을 증가시키고 문제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제한하여 과제 상황에서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측정도구

1) 과제흥미

사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과제흥미를 측정하고,
이후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과제흥미를 측정하였다. 사전
과제흥미는 실제 과제 상황에 참여하기 전에 Raven APM에 대해 얼마
나 흥미를 느끼는지를 측정한 것이며, 사후 과제흥미는 실제 실수가 유
발되는 과제 상황에 참여한 이후에 참여자가 보고한 Raven APM에 대
한 흥미 수준을 의미한다.
과제 흥미는 소연희와 김성일(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재구성
한 조명화(2009)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
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검사에
서 α=.93 사후검사에서 α= .92로 나타났다.

- 44 -

2) 과제효능감

사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효능감을 측정하였다. 효
능감은 개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효능감이 흥미와 정적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Bandura,

2006;

Renninger,

Bachrach & Posey, 2008; Zimmerman & Kitsantas, 1997).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개인의 과제효능감 수준이 종속변인인 흥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처치가 종속변
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의 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사전에 참
여자의 과제효능감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과제효능감 측정을 위하여 Pintrich & De Groot(1990)의 척도를 번안
한 연은모(2014)의 과제효능감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5점 척도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신뢰도는 α=.92로
나타났다.

3) 인지적 재해석

인지적 재해석은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변인으로 사전에 1
회, 사후에 2회 측정하였다.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사전 인지
적 재해석의 사용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과제 중 사용한 인지적 재해석
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수행 1회기 이후와 2회기 이후에 총 2회에
걸쳐 사후 인지적 재해석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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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재해석을 측정하기 위하여 Garnefski와 동료들(2001)이 개발하
고 김소희(2004)가 번안, 안현의와 동료들(2013)이 타당화한 K-CERQ
(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는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하위요인 9가지(자기비난, 타인비난,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반추, 긍정적 재해석, 조망 확대, 파국화)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 중 긍정적 재해석을 측정하는
문항 4가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시기
별 문항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사전에 측정한 인지적 재해석은 평소에 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정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인지적 재해석 사용의 기저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추후에
집단 동질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반면 사후에 측정한 인지적 재해
석은 참여자가 실제 Raven-APM에 참여하는 동안 사용한 인지적 재해
석 수준으로, 실수 상황에서 참여자가 과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 인지적 재해석과 사후 인지적 재해석이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두 변인을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 측정 문항과 사후
측정 문항에 차이를 두었다. K-CERQ의 경우 개인이 부정적 사건에 직
면했을 때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여 해당 사건을 극복하는 정도에 대해
보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사전 측정문항의 경우 기존
K-CERQ의 인지적 재해석 문항(10, 16, 23, 28번 문항)을 사용하여 참여
자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해 해당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
정하고 이를 정서 조절의 기저선으로 간주하였다([부록 1]참조). 사후 측
정문항의 경우 일반적인 부정적 사건이 아니라, 본 실험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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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 APM을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유발한 실수상황에 대해 긍정적
으로 해석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을 번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측
정 문항에 ‘실수’와 ‘실수 상황’을 포함하여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스스로
의 실수 및 실수 상황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는지를 보고하
도록 하였다(<표 5>참조).

<표 5> 사후 인지적 재해석 척도

나는 내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았다
나는 문제를 못 풀고 실수하는 상황에 긍정적
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실수가 계속되는 상황으로부터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실수와 시행착오로 인해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표 6> 인지적 재해석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신뢰도(Cronbach's α)
하위요인

긍정적 재해석

문항 수

4

문항 구성

10, 16, 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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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1회기

2회기

.80

.93

.95

4) 실수경향성

실수경향성이란 개인의 실수에 대한 태도 및 실수에 대처 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Rybowiak, Garst, Frese & Batinic, 1999). 개인의 실수경향성은 실수
인식 처치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실수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지
적 재해석의 수준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수
인식 처치가 동기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개인 내적 변인인 실수경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참여자의 실수경향성을 측정하여 해당 변인의 수준이 처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 집단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수경향성은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2014)가 번안한 실수경향성 척도
(Rybowiak et al., 1999)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부록 3] 참조). 해당 척도는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실수에 대한
부담, 실수에 대한 고찰의 4개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 신뢰
도는 <표 7>과 같다.

<표 7> 실수경향성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구성

실수로부터의 학습

4

1, 2, 3, 4

.93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

4

5, 6, 7, 8

.73

실수에 대한 부담

5

9, 10, 11, 12, 13

.82

실수에 대한 고찰

5

14, 15, 16, 17, 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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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5) 과제지속

과제 지속은 학습자가 총 5회로 제시되는 과제 중 학습자가 몇 번째 회기
까지 참여하였는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 회기 과제에의 참여 여부
가 자유 선택으로 주어졌을 때([그림 4]참조),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여 문제
풀이에 참여한 정도가 높을수록, 즉 참여한 회기 수가 많을수록 과제 지속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림 4] 과제지속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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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사전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실수인식 처치에 따른 과제흥미 및
지속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에서 처치 이전과 이후에 과제흥미와 인지적 재해석의 수준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수인식이 과제흥미와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재해석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2)의 PROCE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Baron & Kenny(1986)
가 제안한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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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사전 집단 동질성 검증

처치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흥미, 과제효능감,
인지적 재해석, 실수경향성(실수로부터의 학습,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
도, 실수에 대한 부담, 실수에 대한 고찰)을 측정한 후 처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통해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한 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집단
차를 확인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 실시 결과 과제흥미, F(1,377)=1.03, p>.05,
과제효능감, F(1,377)=.10, p>.05, 실수경향성의 4개 하위요인, F실수로부터
의 학습(1,377)=.10,

p>.05, F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1,377)=.58, p>.05, F실수

에 대한 부담(1,377)=.06,

등분산성 가정이

p>.05, F실수에 대한 고찰(1,377)=2.96, p>.05, 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인지적 재해석,

F(1,377)=4.00, p=.046, 은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인지적

재해석의

경우

집단

간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Welch‘s t검증을 활용한 분석을, 나머지 변인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과제흥미, t=-.44, p=.658, 인지적재해석, t=-.24,
p=.808, 과제효능감, t=-.47, p=.640, 실수경향성의 4개 하위요인인 실수로
부터의 학습, t=-.47, p=.640,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 t=-.96, p=.338,
실수에 대한 부담, t=-.37, p=.710, 실수에 대한 고찰, t=.34, p=.737, 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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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하다고 가정하고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전 측정 변수의 기술 통
계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전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5점 척도로 측정된 사전 과제
흥미에서 두 집단 모두 3.9 이상의 평균을 보고하여 대체로 과제에 대해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과제에 느끼
는 효능감과 평소에 부적 사건을 직면했을 때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사
용하는 정도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사전측정 변인들에서 대해 대체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고 하였으나, 실수경향성의 하위 요인 중 ‘실수에 대한 부담’ 요인은
평균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실수로 인한 스
트레스, 부적 정서, 실수 상황에 대한 걱정이 비교적 덜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실수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신종호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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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전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집단 동질성 검증

실수예방

실수관리

(n = 187)

(n = 192)

평균

수

편차

평균

표준

t

p

편차

과제흥미

3.91

.91

3.95

.83

-.44

.658

인지적재해석

3.30

.94

3.33

.82

-.24

.808

과제효능감

3.47

.91

3.51

.85

-.47

.640

3.51

.98

3.56

.95

-.47

.640

3.69

.78

3.77

.76

-.96

.338

실수에 대한 부담

2.68

.88

2.71

.86

-.37

.710

실수에 대한 고찰

3.39

.88

3.36

.78

.34

.737

실수로부터의 학습
실

표준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

경
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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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9>와 <표 10>에 제시
하였다.
과제흥미와 과제지속의 상관계수는 실수예방 집단에서 .41, 실수관리
집단에서 .35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재해
석과 과제지속의 상관은 실수예방 집단에서 .15, 실수관리 집단에서 .19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재해석과 과제흥
미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인지적 재해석
과 과제흥미의 상관계수는 실수예방 집단에서 .45, 실수관리 집단에서
.75로 나타나, 실수예방 집단보다 실수관리 집단에서 보다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81에서 .08사이, 첨도는 -1.66에서 .32사이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의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
로 측정변인이 정상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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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수예방집단에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변인

1

2

3

1. 인지적 재해석

1

2. 과제흥미

.45**

1

3. 과제지속

.15*

.41**

1

평균

2.89

3.43

3.47

표준편차

.99

1.02

1.26

왜도

.00

-.52

.08

첨도

-.30

-.32

-1.66
*

p<.05,

**

p<.01

<표 10> 실수관리집단에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변인

1

2

3

1. 인지적 재해석

1

2. 과제흥미

.75**

1

3. 과제지속

.19*

.35**

1

평균

3.95

3.92

4.13

표준편차

.86

.88

1.16

왜도

-.68

-.55

-.81

첨도

.32

-.4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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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

p<.01

3. 실수인식에 따른 과제흥미의 차이

실수인식 처치에 따라 과제흥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과제흥미, t(377)=-5.01, p<.001, 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예방 집단은 3.43, 실수관리 집단은 3.92의
과제흥미를 보고하여, 실수관리 집단의 과제흥미가 실수예방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참조).

<표 11> 실수인식에 따른 과제흥미 비교

실수예방

실수관리

(n = 187)

(n = 192)

평균

과제흥미

3.43

표준
편차
1.02

평균

3.92

95%CI
t

표준
편차
.88

Cohen‘s

p

-5.01***
*

.000
p<.05,

d

LL

UL

-.70

-.31

**

p<.01,

***

.51
p<.001

사후 검증으로 실수인식 처치에 따라 집단 내에서 사전 과제흥미와 사
후 과제흥미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분석결과 실수예방 집단의 경우 처치 이전에 3.91, 처치 이후에 3.43의
과제흥미를 보고하여 처치 이전과 이후의 과제흥미, t=8.08, p=.000,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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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전 과제흥미에 비하여 사후 과제
흥미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참조). 반면 실
수관리 집단의 경우 처치 이전에 3.95, 이후에 3.92의 과제흥미를 보고하
여 처치 이전과 이후의 흥미 수준, t=.60, p=.55,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수관리 집단의 경우 사전 과제흥미
수준을 과제 수행 이후에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집단 내 사전, 사후 과제흥미의 비교

사전과제흥미
집단
평균

실수예방
(n=187)

실수관리
(n=192)

표준
편차

사후과제흥미
평균

표준

95%CI
t

Cohen's

p

편차

d

LL

UL

3.91

.91

3.43

1.02

8.08***

.000

.37

.60

0.50

3.95

.83

3.92

.88

.60

.550

-.06

.13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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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

p<.01,

***

p<.001

5
4
과
제
흥
미

3

실수예방
2

실수관리

1
0

사전

사후
측정 시기

[그림 5] 집단 내 사전, 사후 과제흥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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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수인식에 따른 과제지속의 차이

실수인식 처치 집단 간 과제지속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분석을 실시하
였다. 과제지속이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Welch's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 지속, t=-5.30, p=.000,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예방 집단은 평균 3.47회, 실
수관리 집단은 평균 4.13회의 과제에 참석하여,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예
방 집단에 비해 과제를 오래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실수인식에 따른 과제지속 비교

실수예방

실수관리

(n = 187)

(n = 192)

평균

과제지속

3.47

표준
편차
1.26

평균

4.13

95%CI
t

표준
편차
1.16

-5.30***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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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s

p

p<.05,

d

LL

UL

-.92

-.42

**

p<.01,

***

.54
p<.001

5. 인지적재해석의 매개효과 검증

가. 실수인식에 따른 인지적 재해석의 차이

인지적 재해석 수준이 실수인식 처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재해석의 사
용, t=-11.09, p=.000, 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상황에서 실수예방 집단은 2.89, 실수관리 집단은 3.95의 인지적 재
해석 수준을 보고하였으며(<표 14>참조), 이는 실수가 발생하는 과제상
황에서 실수예방 집단보다 실수관리 집단이 인지적 재해석을 더욱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실수인식에 따른 인지적 재해석 수준 비교

실수예방

실수관리

(n = 187)

(n = 192)

평균
인지적
재해석

2.89

표준
편차
.99

평균

3.95

95%CI
t

표준
편차
.86

Cohen‘s

p

-11.09***

.000
*

p<.05,

d

LL

UL

-1.24

-.87

**

p<.01,

***

1.14
p<.001

사후 검증으로, 집단 내에서 처치 이후의 인지적 재해석 사용정도가
사전에 보고한 인지적 재해석의 기저선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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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처치 집단에 따라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이 기저선과 비교하
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표 15>참조). 실수예
방 집단의 경우 처치 이전에 비해, 처치 이후에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5.11, p=.000. 반면 실수관리 집단의 경우 처치
이전에 비해 처치 이후에 인지적 재해석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t=9.96, p=.000.

<표 15> 집단 내 사전, 사후 인지적 재해석 수준 비교

사전
집단
평균

실수예방
(n=187)

실수관리
(n=192)

사후

표준
편차

평균

95%CI

표준

t

Cohen‘s

p

편차

d

LL

UL

3.30

.94

2.89

.99

5.11***

.000

.25

.57

.42

3.33

.82

3.95

.86

9.96***

.000

-.74

-.49

.74

p<.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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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

p<.001

5
4
인
지
적
재
해
석

3
실수예방

2

실수관리

1
0

사전

사후
측정시기

[그림 6] 집단 내 사전, 사후 인지적 재해석 수준 비교

나. 실수인식, 과제흥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실수인식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Hayes(2012)의

PROCESS

프로그램을

활용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지적 재해
석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
다. 부트스트래핑 실시 결과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실수인식 처치가 인지적 재해석을 통해 과제흥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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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수인식 처치를 예측변인으로, 과제흥미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과 같이, 1단계 모형
의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5.06, p<.001, 실수인식 처
치가 과제흥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250, p<.001. 이는 실수관리
집단의 참여자가 실수예방 집단의 참여자보다 과제흥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의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22.96,
p<.001, 실수인식 처치가 인지적 재해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496,
p<.001. 이는 실수관리 집단의 참여자가 실수예방 집단의 참여자보다 인
지적 재해석의 사용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
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14.93, p<.001, 인지적 재해석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수인식 처치가 과제흥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β=-.072, p=.125, 그 효과 또한 1단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실수인식이 과제흥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지적 재해석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수
인식과 과제흥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완전매개를 시사하는 바이
다.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
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였으며,
검증 결과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각각
.49와 .7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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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실수인식과 과제흥미의 관계에서 인지적재해석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경로

b

S.E.

β

t



1

실수인식처치 → 과제흥미

.49

.10

.25

5.01***

.06

2

실수인식처치 → 인지적재해석

1.05

.10

.50

11.09***

.25

실수인식처치 → 과제흥미

-.14

.09

-.07

-1.54

인지적 재해석 → 과제흥미

.60

.04

.65

13.86***

.38

3

*

p<.05,

**

p<.01,

***

p<.001

<표 17> 실수인식과 과제흥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간접효과

매개변인

인지적 재해석

매개효과
계수
.63

95% 신뢰구간
Boot S.E.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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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값

상한값

.49

.79

다. 실수인식, 과제지속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실수인식 처치가 인지적 재해석을 통해 과제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수인식 처치를 예측변인으로, 과제지속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8>과 같이, 1단계 모형의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8.134, p<.001, 실수인식 처치가 과제지속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
=.264, p<.001. 이는 실수예방 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실수관리 집단의 참
여자가 과제를 오래 지속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의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22.96, p<.001, 실수인식이 인지적 재해석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496, p<.001. 이는 실수관리 집단의 참여자
가 실수예방 집단의 참여자보다 실수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을 많이 사
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F=19.682, p<.001, 인지적 재해석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수인식
처치가 과제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73,
p<.01. 하지만 그 효과는 1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 즉 실수인식은 인지
적 재해석을 통해 과제지속에 영향을 미치며 실수인식이 과제지속에 미
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
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였으
며, 검증 결과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값이 각
각 .0868과 .3905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실수인식과 과제지속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19>참조). 이러한 결과는 실수인식 처치와 과제지속과의 관계에
서 인지적 재해석의 부분 매개효과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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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실수인식과 과제지속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경로

b

S.E.

β

t



1

실수인식처치 → 과제지속

.66

.12

.26

5.30***

.07

2

실수인식처치 → 인지적재해석

1.05

.10

.50

11.09***

.25

실수인식처치 → 과제지속

.43

.14

.17

3.06**

인지적 재해석 → 과제지속

.22

.07

.18

3.24**

.10

3

*

p<.05,

**

p<.01,

***

p<.001

<표 19> 실수인식과 과제지속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간접효과

매개변인

인지적 재해석

매개효과
계수
.23

95% 신뢰구간
Boot S.E.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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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값

상한값

.09

.38

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실수가 발생하는 과제상황에서 학습자의 실수인식이 과제흥
미와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실수 인식의 영향을 정서조절 전
략인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학급 단위로
실수예방 집단과 실수관리 집단에 배정되어 실수인식 처치를 받았다. 처
치 이후 참여자들은 높은 난이도로 인해 실수를 유발하는 Raven APM
과제에 참여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인
지적 재해석을 2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문제 풀이를 마친 후 사후 과제
흥미를 측정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과제 제시 및 측정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컴퓨터에 기록된 개인의 참여 회
기 수를 바탕으로 과제지속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가 발생하는 과제 상황에서 실수관리 집단은 실수예방 집단
보다 높은 과제흥미를 보고하였다. 실수인식이 과제흥미에 미치는 영향
은 인지적 재해석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내에서 사전과 사후의 과제
흥미를 비교한 결과 실수예방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 과제흥미가 유의
하게 감소한 데 반해, 실수관리 집단은 사전 과제흥미와 사후 과제흥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수관리 집단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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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실수가 발생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도 초기의 과제
흥미수준을 유지하였다.
실수는 기본적으로 불쾌함, 놀람, 실망, 우울,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적
정서를 유발한다(Cannon & Edmonson, 2005; Zhao, 2011).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해 학습자가 부적 정서를 경험했을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부적 정서는 흥미의 유지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Hidi & Ainley, 2008) 실수를 유발하는 과제에 대한 실수예방
집단의 흥미가 과제 참여 이후 더욱 낮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실수예방 집단은 과제 상황에서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인지적 재해석을
적게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한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과제흥미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실수 관리 집단은 과제 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 흥미 수준을 사후에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재해석이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
석하여 스스로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 도중 발
생한 실수와 실수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였는가와 관
련이 있다. 실수관리 집단의 경우 실수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수
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수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으로 평가한 정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
석은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aufmann,

Goetz,

Lipnevich & Pekrun, 2018), 실수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인지적
재해석 전략의 사용은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경감하였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즉 실수관리 집단은 실수예방 집단보다 과제상황에서 인지
적 재해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실수가 유발한 부적 정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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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흥미 저하를 막고, 초기 흥미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인식 처치가 과제흥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흥미라는 구인의 속성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수인식 처치의 내용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흥미는
개인과 특정 내용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동기변인이므로 흥미의
발달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Hidi & Renninger,
2006). 즉 과제흥미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
된 내용을 제공하여 내용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실수인식 처치가 학습자의 과제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 위해서는 처치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인 Raven APM와 관련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수인
식 처치는 실수와 관련한 역사적 일화 및 실수 관련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과제인 Raven APM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에
과제흥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실수관리 집단은 실수예방 집단보다 과제를 더욱 오래 지속하
였으며, 실수인식과 과제지속의 관계는 인지적 재해석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회기의 과제에서 학습자에게 과제 참여 여부를 자
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을 때 실수예방 집단의 경우 평균 3.47회 참여한
반면 실수관리 집단은 평균 4.13회에 참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과정에서의 고착경험은 학습자에게 부적 정서, 무
능감과 함께 참여철회를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Elliot & Dweck,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수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적 정서를 참여자가 얼마나 조절하였는가에 따라
과제지속 정도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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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여 실수상황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과제상황을 해석한 학습
자는 무능감이나 좌절을 덜 느꼈을 것이며 그 결과 학습 상황을 더욱 오
래 지속하였을 것이다. 즉 실수관리 집단이 과제를 오래 지속한 것은 인
지적 재해석의 사용 수준이 실수예방 집단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수인식 처치가 유도한 조절 초점의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처치 방법을 활용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컴퓨터 화면 상단에 집단 별 처치문구를 제시하였
다(Keith & Frese, 2008). 실수관리 집단에게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
요’ 등의 문구가 제시된 반면 실수예방 집단에게는 ‘실수를 주의하세요’
등의 문구가 제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과제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습
자가 특정 조절 초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조절
초점은 과제 수행이나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이나
의사결정유형(decision

pattern)을

예측한다고

설명한다(Crowe

&

Higgins, 1997).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제시한 처치 문구가 실수예방 집단에게 예방 초점을, 실수관리
집단에게는 향상 초점을 형성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상 초점이 성장 및 발전 욕구를 작동시켜 긍정적 결과의 획득에 집
중하게 하는 반면 예방 초점은 안전이나 보호의 욕구를 작동시켜 부정적
결과의 회피 및 잘못된 선택의 방지에 초점을 두게 한다(Kirmani &
Zhu, 2007). 본 연구에서 실수예방 집단이 실수관리 집단에 비해 과제
지속이 낮았던 것은 실수예방 집단이 형성한 예방 초점이, 실수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과제 접근적 행동보다는 실수의 발생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적 행동경향성을 유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선행연구
에서는 예방 초점을 갖는 경우에는 어렵거나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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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 상황에서 과제를 더욱 쉽게 포기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Crowe
& Higgins, 1997),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실수인식이 과제흥미와 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재해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관리 집단이 실수예방 집단보다 실수
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 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수와 실수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여 실수가 발생하는 과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석의 정도는 직접적으로 정서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Kaufmann et al., 2018), 실수 상황에서 재해석을 많이 사용한
실수관리 집단은 부적 정서가 유발하는 행동적 생리적 정서적 반응을 효
과적으로 조절하여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집단 내에서 실수인식 처치 이전과 이후의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 수준
을 비교한 결과, 실수예방 집단은 처치 이전에 비해 처치 이후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이 유의하게 낮아진 데 반해 실수관리 집단은 인지적 재해
석의 사용이 처치 이전보다 처치 이후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실수관리 집단의 인지적 재해석 사용이 처치 이후 증가한 것은 정서조
절의 모델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Zimmerman & Kitsantas, 2002). 실
수관리 집단은 처치과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사
례들에 대해 학습하였다. 타인의 시행착오를 관찰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목표는 달
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응모델
(coping model)을 관찰하는 것은 정서조절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수관리 집단의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이 증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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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수 예방적 인식을 갖는 것은 실수상황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사
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실수예방 집단은 처치과정에서 실수는 학습
의 방해요소로, 예방할 필요가 있고, 노력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
지를 전달받았다. 실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받은 실수
예방 집단은 실수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공받
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치 과정에서 실
수가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기에 과제 중 발
생한 실수를 개인 내적인 요인, 특히 개인의 능력에 귀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수나 실패를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은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적 정서를 유발하므로(Schunk, Pintrich & Meece, 2008), 실수예
방 집단의 참여자는 실수 상황에서 부적 정서의 수준이 실수관리 집단보
다 높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실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실수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인
지적 재해석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이 필요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실수 예방적 인식을 갖는 것은 실수상황에서 더
욱 높은 수준의 부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인지적 재해석 전략의 사용
을 용이하지 않게 하여 정서 조절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는

과제흥미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Pekrun

&

Linnenbrink-Garcia, 2012), 과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적절히 조절
하여 흥미와 지속을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재해석이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
절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ri, Whittaker & Gross, 2015).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지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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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히 환경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자발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촉
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Williams, Bargh, Nocera & Gray,
2009). 본 연구에서는 처치 이후 실수관리 집단에서 인지적 재해석의 사
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실수 관리적 인식의 처치가 학습 상황에서 학
습자의 정서조절을 촉진하는 외부적 지지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실수 관리적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정서조절을 촉
진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에게 실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학
습하도록 하는 것이 정서조절과 동기 수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
과적인 교육적 개입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지향적인 국내의 학습 환경이 학습자에
게 실수 예방적 인식을 형성하여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
한다. 성취지향적인 학습 환경에서는 실수가 실패와 동일시되기 쉽고, 실
수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여 학습자가 실수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방해한다. 즉 성취지향적 환경 속에서 발생한
실수는 학습자의 능력 부족의 징후로 여겨지기 쉬우며, 학습자는 실수의
발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가급적 실수를 숨기고자 한다(Rach,
Ufer & Heinze, 2013). 그러나 학습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인 동시에 실수에 허용적인 환경만 제공된다면 실수를 관리하
는 것은 실수를 회피하는 것보다 학습에 효과적이다(Keith & Frese,
2008). 성취지향적 환경은 실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학습효과를 발
현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시도 및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실수인식은 학습자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문화와 풍토 및 목
표구조, 실수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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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e & Keith, 2015), 학습자가 실수 관리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는 실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습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실수를 허용하고, 실수에 대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분위기 속에
서 학습자는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은 학습자 주도
적인 과정이며 학습자의 동기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학습은
지속되기 어렵다(김성일, 윤미선, 2004). 따라서 학습자의 동기를 지지해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어떤 교육적 활동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
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수 관리적 학습문화를 조성하
는 것이 학습자의 정서조절 촉진과 동기 유발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개
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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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하여 본 연구를 재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고 평가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전 변인 측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실수경향성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
인식이 비교적 실수 관리적 인식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수관리 처치가 보
다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의 실수인식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학령이
증가할수록 실수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신종호 외,
2014). 중 고등학생의 경우 잦은 사회적 비교상황에 놓이고, 평가 결과가
입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재현하고 실수인식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실수인식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인
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실수인식이 과제흥미와 지속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기
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정서나 실수
인식 처치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다. 실수상황에서는 개인
의 실수인식과 학습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개별 정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정서의 종류에 따라 동기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의 발생은 독립적
인 것으로 두 정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La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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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raw & Cacioppo, 2001). 실수 상황에서 학습자는 부적 정서 뿐 아
니라 정적 정서도 경험할 수 있으며,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는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부
적 정서나 정적 정서의 수준에 따라서 동기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수상황과 실수인식 처치 이후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개별 정서와 정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가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실수인식에 따라 과제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후 연구
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수인식이 인지적 재해석을 매개
로 과제흥미와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수관리적 인식을 갖
는 것은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을 촉진하여 과제흥미와 지속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과제흥미와 지속과 같은 동기변인은 학습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김성일,

윤미선,

2004), 과제상황에서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도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mieson, Mendes, Blackstock & Schmader,
2010). 따라서 실수인식은 동기나 인지적 재해석의 사용을 매개로 추후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
한 예상을 바탕으로 실수인식에 따라 수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
하고, 그 매개변인으로서의 동기와 인지적 재해석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
이 의미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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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전 인지적 재해석 측정문항



모든 사람은 때로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
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1
예2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시험공부도 많이 했는데,
낮은 성적을 받았다.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 지갑은 새로 선물받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 한 적

예3

이 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새어나갔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예4



이성친구와 헤어졌다. 나는 정말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일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아래의 질문을
보고 여러분이 이런 부정적이고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표시해 주세요.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그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

1

2

3

4

5

그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 상황으로부터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실수 경향성 측정문항



다음의 질문은 여러분의 평소 모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나는 실수를 할까 봐 자주 두려워한다

1

2

3

4

5

나는 실수를 하면 당혹스럽다

1

2

3

4

5

1

2

3

4

5

실수는 내 공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실수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는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해 준다
나의 실수는 내 공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
을 준다
내 실수 덕분에 나는 공부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실수하는 것을 두려
워해서는 안된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실수
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공부를 할 때 실수를 하면 나는 감정을 통제
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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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한다
나는 실수를 한 후에 실수를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을까에 대해서 종종 생각한다
공부를 하는 동안 무언가 잘못되면, 나는 그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다
실수를 한 후 나는 어떻게 실수를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히 고민한다
실수가 발생하면 나는 실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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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rror perception
on task interest and persistence
mediated by
cognitive reappraisal
Ji-won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rror
perception on task interest and persistence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379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was treated
error management instruction, and the other was treated error
prevention instruction. After given the instruction, they engaged in

- 101 -

Raven

APM,

which

might

cause

cognitive

difficulty

to

the

participants. The task was presented over a total of five sessions.
After they finished the second session, they were free to decide
whether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further sessions or not. The
use of cognitive reappraisal was measured after the end of the first
session and the second session, to confirm how positively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error and error-inducing task situation.
Task interest was measured after they finished all of their tasks. The
whole process of the experiment, except for the error perception
instruction procedure, was carried out using a computer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roup who received the error
management treatment reported higher interest than the group who
had the error prevention treatment. In the error prevention group, the
interest of the post-task was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pre-task while error management group maintained the pre-interest
level even in the error-inducing task situation. And the error
management

group

reported

higher

persistence

than

the

error

prevention group.
The effects of error perception on task interest and persistence
were mediated by cognitive reappraisal.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gnitive appraisal used between the two groups. The error
management group used cognitive reappraisal more frequently in the
error situation than the error prevention group. In addition, the use of
cognitive reapprais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ask interest and
persistence, and it is confirmed that re-interpreting errors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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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s to keep the task interest and to persist in the difficult task.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having the error management
perception promotes emotion regulation and maintains the level of
motivation of learners even when presented with a difficult task
which induces errors. On the other hand, having the preventive
perception of errors interferes with emotion regulation in a task
situation and inhibits learners' motiv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formation of an error
management

learning

culture

can

be

an

effective

educational

intervention to promote learners' motivation by promote emotion
regulation.

keywords : error, error perception, cognitive reappraisal, emotion
regulation,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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