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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질문을 제공해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자기설명을 하게 지시하면 기억과 이해

가 향상되는지, 그리고 자기설명 지시와 촉진질문 제공의 효과가 학습자의 인지욕구와 상호작용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3요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촉진질문과 자기설명 지시의 효과는 과제와 학습자

의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억검사에서는 인지욕구가 낮은 학습자에게서 자기설

명 지시와 질문 제공이 기억 수행을 향상시켰다.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에게는 촉진질문이나 자기

설명지시는 기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촉진질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한 기

억은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해검사에서는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의 이해 수행

이 좋았다. 특히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에게 촉진질문을 제공하고 자기설명을 하게 지시한 경우에

는 이해 수행이 좋았으나,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에게 촉진질문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설명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해 수행이 나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설명 지시와 촉진문의 효과는 학습자의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인지욕구 수준이 낮은 경우 자기설명 지시와 촉진질문의 효과

는 가산적일 수 있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자기설명의 효과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제어 : 자기설명, 촉진질문, 인지욕구, 파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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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 훈련에서도 많이 시도되었다[1, 2]. 실험 연구에서 학

습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검증된 학습 방법 중의 하나가 학습자가 원리 등을 설

명하는 자기설명 방법이다[3, 4]. 자기설명은 교재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

습자가 설명하게 하는 학습 방법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며,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게 되어 깊은 이해를 하게 된

다[3, 4, 5].

본 연구에서는 자기설명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자기설명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설명을 다룬 연구들에

서는 자기설명을 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촉진질문을 제공하면서 자기설명을 하

게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자기설명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가

자기설명을 한 때문인지, 촉진질문을 제공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의 복합적인 효

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설명에 영향을 미칠 개인차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설명을

하려면 촉진질문으로 주어졌건 스스로 찾아내었건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

습자기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데, 이런 학습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성이 자기설명과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욕구가 답을 생성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개인특성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자기설명이 성인의 직업훈련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

기설명은 주로 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원리 학습에 대해 연구되었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과 학습에 임하는 동기의 종류나 수준이 다를 수 있는 성인들의 직

업훈련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성인에서도 자기설명 효

과가 얻어진다면 자기설명의 효과가 대학생이 참가하는 실험실에서만 나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요악하면, 본 연구에서는 촉진질문을 제공하거나 자

기설명을 하게 하는 것이 학습 수행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인지욕구가

이 처치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직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Chi[6, 7]는 학습활동을 활동, 구성, 통합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자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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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자가 교재에 주어진 내용을 넘어서는 지식을 산출해내는 구성적인 활동일

때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자기설명 방법은 수학이나 물리와 같이 원리 파악이

중요한 학습 영역에서 많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학습자

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 4, 8]. 또 자기설명은 멀티미디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에서도 효과적이었다[9, 10].

그러나 자기설명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자발적으로 자기설명을 하는

빈도가 낮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기설명을 시도한다거나, 부정확하

거나 불충분한 자기설명을 할 문제점이 있다[3, 11, 12]. 한 예로 어린이들이 뺄셈

을 하며 산출한 자기설명을 연구한 Siegler[13]는 뺄셈의 원리와 절차에 대해 자세

하게 설명하는 자기설명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기설명이 일시적으

로는 학습자의 부정확한 생각을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자기

설명이 부정확한 생각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데 대해 Chi 등[4]은 자기설명을 하

다보면 교재를 통해 자기설명의 틀린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주

어지지 않아도 자기설명은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발적으로 자기설명을 하는 빈도가 낮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자기

설명을 한다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자기설명을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촉진질문을 제공하고 자기설명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촉진질문은 특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특정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지

식과 통합하거나 비교하게 하는 질문으로서[4, 11, 14, 15], 촉진 질문이 주어진 부

분에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촉진 질문에 따라서는 새 정보를 기존 지식

과 통합하는 시도를 하게 해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촉진질문을 반

드시 실시간으로 교수자가 제공할 필요는 없다. 교재에 촉진질문을 포함시켰던 실

험 연구에서는 자기 속도로 교재를 공부해 나가다가 교재에 촉진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 답하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설명이 효과가 있었다[4]. 교재에

촉진질문을 포함시켜 제작한 멀티미디어 학습에서도 학습이 향상되었다[16].

그런데 자기설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촉진질문을 제공하면서 자기설명

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한 예로 101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학습 자료를 사용한 Chi

등[4]의 연구에서 자기설명 조건에서는 학습할 설명글에 촉진질문이 22번 삽입되

었으나, 통제조건인 다시읽기 조건에서는 설명글에 촉진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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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런 연구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촉진질문은 질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

게 하기 때문에, 자기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수행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질문 제공

여부와 자기설명 지시 여부를 요인적으로 조합한 4 조건에서의 수행을 비교하여

자기설명 효과가 자기설명을 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촉진질문이 주어

졌기 때문에 얻어진 것인지 알아보려 하였다.

자기설명은 질문에 대한 답을 산출하는 인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경지

식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도 학습자의 동기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i 등[3]

의 연구에서 자기설명을 잘 하는 학습자들은 교재에 기술된 원리에 근거한 설명과

다음 해결 단계를 예측하는 추론을 많이 하고, 풀이에 적용되는 조건과 목적에 관

해 정교화를 많이 하며, 자신의 이해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주 하며, 교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다른 영역의 지식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에, 자기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자기설명을 적게 하고, 자기설명을 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대거나, 교재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자기설명하는데 사용하지 못했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

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욕구가 촉진질문에 대한 답을 산출하는 활

동과 관련된 동기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학습자의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자기설명

의 효과가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Cohen, Stotland, 그리고 Wolf[17에서 재인용]는 인지욕구를 관련된 상황을 의미있

고 통합된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욕구로서,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반응

하고자하는 욕구라고 정의했다. Cacioppo와 Petty[17]는 Cohen 등의 연구를 기초로

인지욕구를 인지적 노력을 요하는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고 즐기려는 개인의 경향

성으로 정의하였고,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와 같은 문

항에 대해 평정하게 하여 인지욕구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인지욕구가 학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지욕구와 학업성취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17, 18, 19, 20],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과제

가 제시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과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보

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17], 많은 생각을 요하는 학과목의 수행이 특

히 더 좋았다[21]. 또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은 정교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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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학습 수행이 높았다[19, 20]. Sadowski와 Gulgoz[22]의 연구에서도 인지

욕구가 높은 학생들은 인지욕구가 낮은 학생에 비해 목표개념에 대해 보다 복잡하

고 정교한 설명을 하였고, 관련 학과목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연

구들을 종합해보면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가 자기설명과 같은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습 수행이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설명을 하게 하는 것과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학습자의 인지욕구와 상호작용하여 학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자

기설명은 정교한 학습 전략이 필요한 활동이고,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들이 정교

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였다. 첫째, 자기 설명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읽기 조건)과 자기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자기설명지시 조건) 간의 차이, 즉 자기설명지시 효과는 인

지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보다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지욕구가 낮은 학습자는 스스로 자기설

명을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욕구 수준이 낮은 조

건에서 자기설명지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조건과 제공하지 않는 조건 간의 차이인 촉진질문 효과도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에

서 보다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학습할

내용을 통합할 필요가 없는 기억과제에서 보다 통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이해과

제에서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인지 활동이 더 요구되므로,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

자들과 인지욕구가 낮은 학습자들의 수행의 차이는 기억과제에서보다 이해과제에

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설계

지시(2: 자기설명 / 읽기) x 촉진질문(2: 있음/ 없음) x 인지욕구(2: 높음/ 낮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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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요인 설계로 삼요인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참가자

전체 140명의 참가자 중 74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은 2단계에

걸쳐 선정되었다. 1단계로 실험 중간에 포기한 19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자동차 정비 직업 훈련을 위해 직업 훈련 전문학교에 입학한 노동부 지원 학

습자 140명(한국 오토모티브 컬리지 66명, 서울 직업 종합 전문학교 40명, 상계 직

업 전문학교 34명)에 대해 훈련 기관별 훈련기수별로 실험 1주일 전에 인지욕구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훈련 기관별 훈련기수별 훈련생 수가 적어서 여러 번에 걸

쳐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훈련 기관의 요청으로 모든 훈련생을 실험에 참가시켜야

했기 때문에, 인지욕구 점수 50점을 기준으로 인지욕구 상하 수준 별로 나눈 다음

훈련 기관별 훈련기수별로 가능한 한 학력과 나이가 지시와 촉진질문의 4가지 조

합에서 대응될 수 있게 4 조건에 배정하였다. 140명 중 19명이 실험을 중간에 포

기하여 1단계로 이들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을 포기한 19명은 인지

욕구 높은 조건에서 10명, 인지 욕구 낮은 조건에서 9명이었다. 인지욕구 높은 조

건의 10명은 자기설명/질문있음이 3명, 읽기/질문있음이 6명, 그리고 읽기/질문없음

이 1명이었다. 인지욕구 낮은 9명은 자기설명/질문있음, 자기설명/질문없음, 읽기/질

문없음이 각 2명씩이었고, 읽기/질문있음이 3명이었다.

2단계로 실험을 완료한 121명 중에서 사전지식 검사에서 사전지식이 없는 기준

에 해당하며, 121명의 인지 욕구 점수 분포의 상위 30% 기준(75점 만점에 54-72점)

과 같거나 높은 사람 37명, 그리고 하위 30% 기준(75점 만점에 30-45점)과 같거나

낮은 37명을 선정하였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를 나누는 것보다 분포의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 상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Conway, Kane, Bunting,

Hambrick, Wilhelm과 Engle[23]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위 30%와 하위 30%

기준을 사용하였다.

결과분석에 사용한 74명의 참자가들은 자동차 엔진의 작동원리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학습자가 63명이었고, 초보 정도의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

자가 11명이었으나, 사전검사에서 설정한 기준점보다 점수가 낮아 사전 지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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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50대까

지로, 평균 나이는 31.6세이었고, 74명 중 4명은 여자이었다. 학력은 중졸 4명, 고

졸 33명, 대졸이 37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연령과 학력수준에 대해 지시 x 촉진질문 x 인지욕구의 3요인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력수준에서 인지욕구 수준이 높은 조건의 참가자들의 학

력이 높았으나, F(1,65) = 7.730, p = .007, MSe = 4.753,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없어서, 이 두 요인에 관해서는 실험조건들간에 비

교적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5000원권 문화상품권이 참가사례로 지급되었다.

재료

학습자료는 엔진의 4행정 원리, 일, 동력, 지시마력, 토크, 제동마력의 6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참가자들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받을 자동차 정비 교육

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6페이지

의 소책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학습자료는 촉진질문이 없는 것과 촉진질문이

있는 것의 2가지를 제작하였다. 두 가지 학습자료는 촉진질문이 있는 자료에는 6

개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게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촉진질문(예, 1시간 1마력이 열량으로 전환되었을 때 열량은 어떻

게 구하나요?)이 교재 해당 부분에 추가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만 달랐다. 촉진질

문은 학습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설명된 직후 생각해봅시다라는 제목의 박스 속에

제시되었다.

사전지식이 없는 학습자만 참여시키기 위해 실시한 사전 검사는 자동차의 4행

정 원리 및 기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5문제로 구성되었다. 답

은 단답형이거나 O, X형이었고, 자기가 한 답에 대해 자신이 있는 정도를 1점에서

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점은 ‘전혀 자신없다’이고 5점은 ‘아주 자신있다’이었

다. 사전검사에서 3문항 이상 정답을 맞추고, 자신있는 정도의 합이 13점 이상이

면, 사전지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억검사는 학습자료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었던 내용으로 총 10개 문항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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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에 제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문장이거나 약간 변형된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예, 실린더 내의 연소압력으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마력은 무엇인가?). 10문항 중

5문항은 촉진질문으로 나왔던 것이었다. 이해검사는 학습자료를 이해하면 답할 수

있는 문제로 6문항이었는데, 이 중 4문항은 촉진질문으로 나온 것과 관련된 것이

었다(예, 체적이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학습자료,

사전 검사, 기억검사, 이해검사는 자동차 관련 교재[24, 25, 26, 27, 28]를 참고하여

제작한 다음 직업훈련원 교수의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인지욕구는 김완석[29]의 인지욕구 검사 15문항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이어서 최소 5점에서 최대 75점이었다.

절차

훈련 기관별 훈련기수별로 개강 첫날 집단으로 인지욕구 검사를 실시하였고, 1

주일 후에 개인별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당일에는 실험에 대해 설명해 준 다

음 3분에 걸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학습 방법 지시문을 작성하여 참가자와 함께 읽고,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질문하도록 하였다. 자기설명지시조건은 자기설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1분)을 본 후 인간의 순환계에 관한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였다(2분). 자기설명지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학습 내용을 자신의 말

로 설명하며 학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후 20분간 학습 자료를 공부하도록 하였

다. 자기설명 조건의 참가자가 학습 과정 중 자기설명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학습 내용을 소리내어 읽고, 설명하며 학습하라고 환기시켜 주었다. 읽기조건의 참

가자들에게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지시하고, 20분간 학습

자료를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자기설명 지시조건과 읽기 조건 모두 학습시간

은 20분으로 같았다. 학습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학습을 마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동안 계속 공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습이 끝난 후 곧 이

어 기억검사(10문항, 5분)와 이해검사(6문항, 10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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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사전검사 점수에 대해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질문의 3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인지욕구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6) = 5.432, p = .023, MSe = .646,

 = .076. 사전검사 기준점보다는 낮아서 결과분석에 포함되었는데도, 인지욕구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동차에 관한 사전검사 점수가 높았다. 사전검사 점

수의 차이가 학습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억검사와 이해검사 점

수에 대해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질문의 3요인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억 검사

기억검사는 10 문항으로, 그 중 5 문항은 촉진질문에서 언급된 문항이고, 나머

지 5 문항은 촉진질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었다. 각 항목별로 정답을 1점으로

채점하여, 기억검사의 만점은 10점이었다. 조건별 기억 검사 점수의 평균을 그림 1

에 제시하였다. 인지욕구 수준 간에 사전지식 검사의 차이가 유의했기 때문에, 기

억검사의 정답 수에 대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질문의 3요인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시의 주효과와 인지욕구의 주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지욕구 x 지시의 2요인 상호작용효과와, F(1,65) = 4.953,

p = .030, MSe = 2.160,  = .071, 인지욕구 x 촉진질문의 2요인 상호작용효과가,

F(1, 65) = 10.146, p = .002, MSe = 2.160,  = .135, 유의하였다.

인지욕구와 지시의 2요인 상호작용효과와 인지욕구와 촉진질문의 2요인 상호작

용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욕구 수준별로 지시와 촉진질문의 2요

인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욕구 높은 집단은 읽기조건과 자기설명지시 조

건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촉진질문 없는 조건과 촉진질문 있는 조건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지시와 촉진질문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욕구 낮은 집단은 자기설명지시 조건의 수행이 읽기 조건의 수행보

다 높았으며, F(1, 32) = 7.192, p = .011, MSe = 2.471,  = .184, 촉진질문 있는

조건의 수행이 촉진질문 없는 조건의 수행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1, 32) = 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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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건별 기억 검사 점수의 평균

p = .009, MSe = 2.471,  = .196. 그러나 지시와 촉진질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에게는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

하거나 촉진질문을 주는 것이 기억 검사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

지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촉진질문이 주어졌을

때 기억 검사 수행이 높았다. 이 두 개의 상호작용효과는 인지 욕구가 높은 학습

자는 자기의 학습 정도를 모니터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촉진질문을 제공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인지 욕구가 낮은 학습자는 자기의 학습 정도를 모니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설

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욕구 낮은 집단에서 지시의 주효과와 촉진질문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그림 1의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의 기억 수행

을 보면 촉진질문을 제공하고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가장 수행이 좋

고, 자기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촉진질문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수행이 가장 낮

았다. 이는 인지욕구가 낮은 학습자에게는 자기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효과

와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의 효과가 가산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설명지시와 촉진질문이 기억 수행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효과가 촉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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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물어본 항목에서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촉진질문으로 물어보지 않았던

항목에서도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촉진질문에서 물어 본 5개 문항과 그

렇지 않은 5개 문항 별로 전체 점수와 같은 방식으로 3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

다. 촉진질문에서 물어보았던 5개 문항에 대한 기억검사에서는 촉진질문의 주효과

가, F(1, 65) = 4.494, p = .038, MSe = 1.362,  = .065, 유의하였다. 즉, 촉진질문

조건(조정평균: 3.79)이 촉진질문을 주지 않았던 조건(조정평균: 3.19)보다 촉진질문

으로 제시하였던 문항에 대한 기억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지욕구와 지시의 2

요인 상호작용효과와, F(1, 65) = 3.274, p = .075, MSe = 1.362,.  = .048, 인지욕

구와 촉진질문의 2요인 상호작용효과가, F(1, 65) = 3.016, p = .087, MSe = 1.362,

. = .044,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기억검사 전체 점수 분석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

었다. 즉 촉진질문에서 물어보았던 5개 문항에 대한 기억 검사에서 인지 욕구가

낮은 학습자는 읽기조건에서보다 자기설명지시가 있는 조건에서 기억 수행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F(1, 32) = 3.497, p = .071, MSe = 1.545,  = .099, 촉진질문이 없

는 조건에서보다 촉진질문이 주어진 조건에서 기억 수행이 높았다, F(1, 32) =

5.829, p = .022, MSe = 1.545.  = .154.

촉진질문으로 물어 보지 않았던 5개 문항에 대한 기억 검사에서는 인지욕구와

촉진질문의 2요인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65) = 7.769, p = .007, MSe =

1.033,  = .107.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은 촉진질문이 없는 조건(조정평균: 3.99)이

촉진질문이 있는 조건(조정평균: 3.03)에서보다 기억수행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F(1,

32) = 11.390, p = .002, MSe = .750,  = .262,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은 촉진질문

이 있는 조건과 촉진질문이 없는 조건의 기억 수행이 차이가 없었다.

기억검사의 수행을 요약하면 인지욕구가 낮은 학습자에게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촉진질문을 제공하면 기억 수행이 좋았는데, 특히 촉진질문으로 제공

되었던 항목에 대한 기억 수행이 좋았다. 그러나 인지 욕구가 높은 학습자에게 자

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은 기억 수행에 별 효과가 없

었다. 오히려 인지 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는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촉진질문에

서 물어보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한 기억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찰

되었다. 이 현상은 학습수행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멀티미디어로 제공하는 것이 오

히려 학습에 방해를 일으키는 역전문성효과(expertise reversal effect, Kalyuga[30])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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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건별 이해검사의 평균

사한 것으로,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이해검사

기억검사는 6 문항으로, 그 중 4 문항은 촉진질문에서 언급된 것과 관련된 문항

이고, 나머지 2 문항은 촉진질문에서 언급된 것과 무관한 것이었다. 각 항목별로

정답을 1점으로 채점하여, 이해검사의 만점은 6점이었다. 조건별 이해 검사 점수의

평균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이해점수가 낮

았고, 자기설명지시와 촉진질문제공의 효과가 인지욕구 수준별로 다른데, 그 양상

이 기억검사와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인지욕구 수준 간에 사전지식 검사의 차이가 유의했기 때문에, 이해검사의 정답

수에 대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질문의 3요

인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욕구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5) = 12.876,

p = .001, MSe = 1.325,  = .165. 즉, 인지욕구가 높은 학습자가 인지욕구가 낮

은 학습자보다 이해검사 수행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질문의

3요인 상호작용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을 보였다, F(1, 65) = 3.590, p <

.063, MSe = 1.325,  = .052.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 욕구가 높은 경우에

는 촉진질문이 주어지고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한 조건에서 수행이 가장 좋았고,

촉진자극 없이 자기설명을 하는 조건에서 수행이 낮았다. 그러나 인지 욕구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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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조건들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요인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욕구 수준 별로 지시

와 촉진질문의 단순 2요인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욕구 높은 조건에서는

촉진질문의 단순 주효과와, F(1, 32) = 2.767, p = .106, MSe = 1.434,  = .080,

지시와 촉진질문의 단순 상호작용효과가, F(1, 32) = 4.009, p = .104, MSe = 1.434,

 = .080,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처치효과의 크기가 .08이나 되었다. 즉, 인지욕구

가 높은 집단의 자기설명지시 조건에서는 촉진질문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조정평

균: 1.96)보다 촉진질문이 제공되었을 때(조정평균: 3.32) 이해 수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의 읽기조건에서는 촉진질문이 주어진 조건과 주

어지지 않은 조건 간에 이해수행의 차이가 없었다.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단순 주효과나 단순 2요인 상호작용효과 중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해 검사에서는 인지욕구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질문

의 3요인 상호작용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지욕구가 높은

경우 자기설명을 요구하고 촉진질문을 제공할 때 이해 수행이 좋았다. 이 경향이

촉진자극에서 물어본 것과 관련된 항목과 관련없는 항목 중 어느 항목에서 나타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촉진 자극에서 물어 본 것과 관련된 4개 문항과 그렇지 않은

2개 문항 별로 3요인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촉진자극에서 물어보았던 내용과

관련된 이해 검사에서는 인지욕구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5) = 12.822, p =

.001, MSe = .800,  = .165. 즉,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조정평균: 2.02)이 낮은 집

단(조정평균: 1.24)보다 이해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인지욕구 x 지시 x 촉진

질문의 3요인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65) = 6.078, p = .016, MSe = .8006, 

= .086. 이 3요인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욕구 수준 별로 지시와 촉진

질문의 단순 2요인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욕구 높은 조건에서는 지시와

촉진질문의 2요인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F(1, 32) = 4.033, p

= .053, MSe = .783,  = .112. 즉, 자기설명 지시조건에서는 촉진질문이 주어지

지 않았을 때(조정평균: 1.56)보다 촉진질문이 주어졌을 때(조정평균: 2.51)이 이해

수행이 높았다, F(1, 14) = 5.848 p = .030, MSe = .646,  = .295. 그러나 인지욕

구가 낮은 조건에서는 촉진질문이 잇는 조건과 없는 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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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자극으로 물었던 항목과 관련없는 이해 검사 수행 결과에 대해서도 3요인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 중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

다. 인지욕구 주효과만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F(1, 65) = 3.188, p = .079, MSe =

.336,  = .047.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해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된다. 관련

지식이 없는 참가자들에게 학습시간으로 주어진 20분은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습시간을 늘려서 실험을 해 보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다.

논 의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설명지시와 촉진질문의 효과

가 학습자의 인지욕구 수준 및 과제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습하는

내용을 통합할 필요가 없는 기억검사에서는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에서 자기설명지

시 효과와 촉진질문 효과가 관찰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에

서는 촉진질문을 제공할 때와 자기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에서 기억 수행이

좋았는데, 이 두 처치의 효과는 학습단계에서 촉진질문으로 제공되었던 항목에서

만 관찰되었으며, 그 효과가 가산적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

에서는 자기설명지시나 촉진질문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학습한 내용을 응용한 이해검사에서는 인지욕구 높은 집단이 인지욕구 낮은 집

단보다 수행이 좋았다.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도 자기설명지시 조건에서는 촉

진질문이 제공될 때 수행이 좋았으나, 읽기 조건에서는 촉진질문의 효과가 관찰되

지 않았다.

기억 검사에서는 자기설명을 하게 하거나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인지욕구

가 낮은 집단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이해검사에서는 촉진질문을 주고 자기설명을

하게 하는 것이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에게 도움을 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학습 과정을 모니

터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거나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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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인지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자기설명지시

조건과 읽기 조건 간에, 그리고 촉진질문이 있는 조건과 촉진질문이 없는 조건 간

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없어서 자기설명지시 효과나 촉

진질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욕구가 낮은 경

우에는 학습할 내용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설명을 하

도록 지시한 조건이나 촉진질문이 있는 조건에서만 학습할 내용에 주의를 기울였

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기억 검사에서

자기설명 지시 효과와 촉진 자극 효과가 얻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이해 문제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거나 설명이 틀렸을 경우 자기설명은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촉진질문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론에서 보았듯이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설명을 산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욕구가 낮은 참가자들보다

인지욕구가 높은 참가자들이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거나 설명이 틀

렸을 가능성이 높았을 수 있다. 인지욕구가 높은 참가자에게 촉진 자극을 제공하

지 않고 자기설명하게 한 조건에서 이해 검사의 수행이 가장 나빴던 것은 이런 결

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과정을 녹취하거나 녹화하는 후속연구에

서 인지욕구가 높은 참가자들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기설명을 시도했거

나 틀린 설명을 더 많이 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인지 욕구가 낮은 경우 기억 검사에서 자기설명을 하도록 요구하

는 것과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의 효과가 가산적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자기

설명 효과를 보여준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단순히 자기설명 효과로 서술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해

검사에서 촉진질문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때 이해 수행이 나

쁘게 나온 결과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설명의 효과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수업방안을 설계할 때 일률적으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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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제공해서 자기설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욕구 수준을 고

려해서 촉진 질문을 제공하고 자기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자기설명을 하도

록 지시하였지만, 학습과정 중의 활동을 녹화하거나 녹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읽

기조건에 배정된 참가자 중에서 소리내어 자기설명을 시도한 참가자는 없었다는

점과 자기설명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가 소리내어 설명하지 않으면 실험자가 주의

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읽기조건의 학습자들이 외현적으로 자기설명을 했을 가능

성은 없어보이지만, 자기설명지시 조건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설명을 했

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자기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심각한 제한요소가 된다. Chi[3, 4, 5, 6, 7]는 단순히 교재의 내

용을 반복하거나 부연설명을 하는 수준의 자기 설명은 학습자가 주어진 정보를 넘

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구성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설명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자기설명을 하

도록 지시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으

로 자기설명과정을 녹취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가자가 성인 직업훈련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성인 직업훈련생

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설명효과가 대학생이 참가한 실험실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인지욕

구 점수가 넓게 분포되어 인지욕구와 학습방법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관찰했을 가능

성은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보다 학습동기가 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런 점에서 자기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과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의 효과가 학습자

의 인지욕구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과 인지욕구가 낮은 학습자에서는 자기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과 촉진질문을 제공하는 것의 효과가 가산적일 수 있다는 본 연구

의 결과가 대학생 집단에서도 얻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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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Giving Prompts and Asking for

Self-Explanation Depend on the Students’

Need for Cognition

Kyung Soo Do Hyo-hee Le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A three factor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giving prompts and

asking for self explanation and the modulating effect of the need for cognition (NC) on the

two interventions. The effects of giving prompts and asking for self explana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ask and the level of need for cognition. Participants of low NC

conditions showed the prompt effect and the self explanation effect in the memory tests.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in the high NC conditions performed better in the

comprehension test when they were given prompts and were asked to self explain.

However, high NC participants performed worse when they were asked to self explain

without providing the prompts.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detecting the right parts in getting the self explanation effect.

Key words : self explanation, prompts, need for cognition, memory, compreh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