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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은 자신의 인지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고차원적 인지과정이며, 인지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신경학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련된 뇌 영역은 전

전두피질(PFC)로 이 영역은 발달 상 가장 늦게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는 모니터링 능력이

청소년 후기에도 발달 중에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적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학습에 대한 판단(JOL)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나타나는 발달상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인천 소재의 하늘고등학교 학생 58명과 수원 소재 아주대학교 학생 60명이 실험에 참

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스페인어와 한국어 쌍으로 제시된 단어를 학습한 후 향후 기억 수행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JOL). 실제 점수와 예상점수(JOL)의 차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점수를 실제 점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과잉확신(overconfidence)을 보였다. 또한,

실제 정답과 예상 점수가 떨어진 정도(absolute bias)를 측정한 결과 대학생 집단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

에서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모니터링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쉬운 문항에 비해 어려운 문항에서 더 과잉 확신하며 모니터링의 정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려운 과제를 할

때 고등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학습판단은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

등학생 집단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 메타인지, 메타인지적 정확성, 모니터링, JOL, Bias, 메타인지 발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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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metacognition)는 ‘인지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인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1], 의미 그대로 ‘인지를 인지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메타인지

의 하위 요소인 메타인지적 모니터링(metacognitive monitoring)과 메타인지적 조절

(metacognitive control) 기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나 기억, 문제해결과 같은

우리의 인지 과정에 적절한 처리를 만든다[2].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은 현재 처리

중인 인지 활동에 접근하여 그 과정을 점검, 평가하며, 조절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현재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절 전략을 통해 선택된 반응은 모니터링 기제에 의해 다

시 평가되고 또 다른 조절 전략을 요구한다[3]. 모니터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학

습 상황에서 자신의 습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즉, 메타인지적 정확성

(metacognitive accuracy)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어 학습 동안 혹은 학습 후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전략들을 적용해 보는 등 더 효

과적으로 조절 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4],[5]. 결국, 적절한 조절 방법을 선택

하기 위해서 나아가 더 좋은 인지 처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

이 필수적이다[6].

메타인지적 정확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학습자에게 단어를 학습

하게 하고 향후 기억 수행을 예측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측을 학습에 대한

판단(Judgment of Learning; JOL)이라고 한다[7]. 자신의 실제 점수보다 예상 점수를

더 높게 판단하는 경우 과잉 확신(overconfidence), 예측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더 높

은 경우를 과소 확신(underconfidence) 판단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예측 점수와 실

제 회상률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클수록 모니터링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영역에서 과잉 확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는데[8] 이러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긍정적 착각[9],[10]과 비슷

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긍정적 착각과 자신의 능력을 과잉 확신하는 경

향은 동기를 유발하고 인간의 정신 건강을 이롭게 하는 적응적인 측면이라는 관점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과잉 확신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

여 거듭된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모니터링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소로는 과제의 난이도를 들 수 있는데 난이도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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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이는 사람들은 정확

한 판단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현재 느낌이나 지식, 기존의 경험 등을 기반으로하

는 휴리스틱(heuristics)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정확성 판단

에 오류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13],[14],[15]. 모니터링 정확성은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하는데[16], 이러한 차이는 신경학적 구조에서도 발견되었다.

Fleming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메타인지적 정확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전전두피질 영역의 회백질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17]. 모니터링 능력과 전전두피질(PFC: Prefrontal Cortex)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으며[18],[19],[20], 특히, JOL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뇌 영

역은 복내측 전전두피질(VMPFC: ventromedial PFC)로 알려져있다[21].

인간의 인지 능력은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점차 발달하게 된다[22]. 메타인지 능

력 또한 발달 과정을 거치며 그 정확성이 증가하게 된다. 메타인지 능력의 발달상

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기억 수행에 대한 예측

이 부정확하고 자신의 기억능력을 과잉확신(overconfidenc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4]. Flavell과 동료들(1970)의 연구에서 4세에서 4학년(만9-10세)에 이르는 다양

한 연령의 아동들에게 10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나중에 몇 장을 기억할 수 있을 것

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4세 아동들은 실제 수행에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개를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더욱이, 예측과 실제 기억 테

스트 시행을 4번 이상 반복한 후에도 이러한 과잉확신 편향은 감소하지 않았다

[23]. 메타인지 모니터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성이 증가하며, 몇몇 연구들

은 아동 중기에서 후기(만7-12세) 동안 모니터링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5],[26],[27].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 후기에 성인과 비슷한 모니터

링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28],[29],[30].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

기에도 모니터링 능력이 발달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31],[32]. Weil과 동료들(2013)

은 11~41세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각과제에 대한 확신 판단 정

도를 측정함으로써 메타인지 모니터링 능력에 대한 발달상의 추세를 자료로 제시

하였다.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능력은 청소년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상

되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며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32].

하지만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 성인 초기와 유사한 모니터링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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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앞서 설명하였던

기존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과 젊은 성인(대학생) 사이에서 나타나는 메타인지적

정확성의 발달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즉, 청소년기의 메타인지 모니터

링 능력이 여전히 발달 중에 있는지, 혹은 이미 성인의 수준과 유사한지의 여부를

관찰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메타인지 능력은 전두엽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며, 전두엽은 뇌의 발달 중 가장 늦게 완성되는 영역으로 10대 후반에

서 20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기존의 신경학적 결과[33]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 학생의 메타인지 모니터링이 발달 중에 있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처럼 보

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메타인지적 정확성이 성인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집단이 젊은 성인 집단에 비해 모니터링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

한 문항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두 집단의 모니터링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며, 대

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큰 부정확성을 보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두

집단의 메타인지 모니터링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Nelson, Dunlosky, Graf &

Narens(1994)에서 사용하였던 학습 정도 판단(JOL)을 사용하였고[34], JOL(예상점수)

에서 실제 점수를 뺀 값인calibration(bias) 점수와 실제 점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Absolute bias값(calibration의 절대값)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모니터링 정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calibration(bias) 값의 방향성은 과잉추

정 혹은 과소추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차이의 크기(이후 absolute bias로 표

기)는 판단 오류 정도를 보여준다[3].

실 험

참가자

인천 소재 하늘고등학교 1학년 중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58명과 아주대학교 학부 재학생 60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고등학생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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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17세였으며, 남성 22명(38%), 여성 36명(62%)의 비율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학생 참가자의 연령은 20세-30세였고(평균23.1세), 남성 31명(52%), 여성 29명

(48%)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등학생 참가자는 실험 참여에 대한 사례로 2,000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받았고, 대학생 참가자는 실험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실험 학점

을 부여 받았다. 수행에 대한 보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참가자에게는 모

든 실험이 종료된 후에 보상을 제공하였다.

도구

실험은 E-prime(Ver 1.0)으로 제작되었다. 자극은 15인치 평면모니터에 제시되었

으며, 참가자와 모니터 간의 거리는 50센티미터로 유지하였다. 참가자의 반응은 키

보드 입력 시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극

실험자극은 Metcalf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페인어 144단어 중 쉬운 난

이도 20쌍(예시: fosil-화석), 어려운 난이도 20쌍(예시: carecer-결핍)를 선정하여 총

40개의 단어 쌍을 사용하였다[35]. 학습단계에서는 왼쪽에는 스페인어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한국어 뜻이 쌍으로 제시되었고, 회상단계에서는 왼편에 스페인어가 오

른편에는 물음표가 제시되었다(예시: fosil-?). 학습 정도를 판단하는 JOL은 “방금 본

단어 쌍에서 스페인어만 보고 한국어 단어를 기억해내는 테스트를 한다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0%(기억할 수 없다),20%,

40%, 60%, 80%, 100%(기억할 수 있다) 중 해당하는 정도를 1,2,3,4,5,6의 숫자 키를

입력하도록 제시되었다. 방해자극은 수학연산 문제 50개를 사용하였다(예시:1+8

×( )=33).

설계 및 절차

본 실험에서 독립변인은 집단 유형(고등학생, 대학생)과 과제 난이도(쉬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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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었다. 참가자의 모니터링(monitoring)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치로

JOL(judgment of learning: 학습 정도에 대한 판단)과 정답률을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JOL에서 정답률을 뺀 calibration(bias)값(cal=정답률-JOL)

과 calibration의 절대값, 즉 Absolute bias값(absolute bias=정답률 )을 사용하

였다. Absolute bias값이 클수록 실제점수와 예상점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모니터링

의 정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absolute bias값이 작아질수록 모니터링의 정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OL값(0,20,40,60,80,100)과 정답률(정답/40*100)의 단위의 차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단어 40쌍에 대한 JOL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 난이도

에 따른 모니터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험절차는 학습단계-방해과제-재인과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40쌍

의 스페인어-한국어 단어 쌍을 학습한다는 안내를 들은 뒤, 실험방법에 익숙해지

기 위해 학습과 JOL판단으로 이루어진 4번의 연습시행 후 본 실험을 실행하였다.

학습단계의 각 시행에서 스페인어-한국어 단어 쌍이 화면 중앙에 5초 간 제시된

후, 참가자들은 각 단어 쌍에 대한 JOL판단을 내렸다. 40쌍에 대한 학습과 JOL판

단이 끝난 후에는 5분간 연산과제가 방해자극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회상과

제에서는 스페인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답안창이 모니터에 제

시되었으며, 정답을 모르는 경우는 Enter 키를 눌러 다음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결 과

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실제 기억 회상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독립표본 T검증, t=.801, df=88.82, p=.43), 이는 기억과 관련된 인지 능력

에서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예상점수와 실제 점수의 차이를 과제 난이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집단 모두 쉬운 난이도 조건에서는 JOL과 실제 회상률의 차이가 없었

으며, 어려운 난이도 조건에서는 JOL과 실제 점수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쉬운 난이도에서는 모니터링이 비교적 정확하였으며, 어려운 난이도에

서는 실제보다 자신이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잉 확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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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의 평균(표준편차) 회상률의 평균(표준편차) t df p

쉬움
고등학생 70.88(16.65) 70.41(12.87) .176 57 .86

대학생 73.6(13.56) 72.07(8.67) .804 59 .43

어려움
고등학생 42.69(19.43) 24.14(16.82) 5.55 57 .00

대학생 32.95(14.17) 19.2(9.93) 7.3 59 .00

표 1. 난이도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JOL(예상점수)과 실제 회상률 비교(대응표본 T

검증)

그림 1. 난이도에 따른 메타인지적 정확성의 차이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간의 과잉확신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등학생 M=9.51, SD=21.7, 대학생 M=7.57, SD=12.6, 독립표본 T검증, t=.59,

df=90.77, p=.56), 각각의 난이도 조건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쉬운 난이도: 독립표본 T검증, t=-.31, df=116, P=.75/ 어려운 난이도: 독립표본

T검증, t=1.282, df=90.04, p=.2). 이에 따라 두 집단의 과잉 확신 정도는 평균적으

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이도와 집단 유형에 따른 absolute bias값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28.197,

df=1, p<.001) 고등학생 대학생 두 집단 간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F=11.52,

df=1, p=<.001). 또한 난이도와 집단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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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참가자별 기억 회상률과 JOL(예상점수)비율 그래프 - 대학생 집단

그림 2. 참가자별 기억 회상률과 JOL(예상점수)비율 그래프 - 고등학생 집단

로 나타났다(F=4.67, df=1, P<.05). 즉, 쉬운 난이도의 absolute bias값에서는 두 집단

의 차이가 없었지만(독립표본 T검증, t= 1.51, df=95.97, p=.14) 어려운 난이도의

absolute bias값에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여(독립표본 T검증, t=3.55, df=94.65,

p<.01)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려운 난이도에서 메타인지 능력의 정확도가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와 그림 3에는 참가자들의 실제 회상 점수와 예측점수(JOL)에 대한 비율

값을 제시한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패턴을 고려해 보면 고등학생 집단

의 차이 폭이 더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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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잉 확신을 하는 경우이든 과소 확신을 하는 경우이든 고등학생 집단이 성

인집단에 비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예상하는 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후기에도 메타인지적 모니터링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며, 여전

히 발달 중에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모니터링 정확성에 대한 발달상의 차이를 연구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과잉확신 정도와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살펴보았으며, 문항 난이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 모두 쉬운 문항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모니터링 능력

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모니터링 정확도가 유

의미하게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과제의 어려움이 자신의 학습 상태에 대한 판단

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어려운 문항에서 실제 정답에서 떨어진 정도

(absolute bias)가 더 크게 나타났다. 모니터링 정확성의 부족은 학습 전략을 통제하

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필요이상으로 학습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혹

은 요구되는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동안 학습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의 사용을 방해

한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정보를 찾게 만든다[36]. 중학교를 거쳐 고등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학

습해야 할 양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학습 정도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필수적, 핵심적

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더 적절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다[37]. 그러므로 학교나 교육 집단에서는 학생들의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의 정확성

을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메타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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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성인 초기 모니터링의 정확성

정도이다. 성인 연령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정확성을 조사한 연구들[38],[39]은 전

연령에 걸쳐 성인초기의 모니터링 정확성이 가장 뛰어남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고

등학생 집단에 비해 더 나은 모니터링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생 집단

의 경우도 어려운 과제를 할 때에 실제 자신의 학습 정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 초기 역시 모니터링 능력이 매우 정확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후기의 고등학생 집단과 성인 초기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모니터링 정확성을 비교해보았다. 연구 결과는 모니터링 능력이 이른 시기에

성인과 동일해 지는지 성인 초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

해 주고 있으며, 과제 난이도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메타인지 능력을 측정하고 발달상의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메타인지 능력에 대한 측정을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한 연구가 드물고, 대부분 자기보고식 설문검사인

MAI(Metacognitive Awareness Inquiry;[40]) 혹은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41])를 사용하여 메타인지 능력을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보고식 검사는 학습 수행을 예언하는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2],[43],[44].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연구들을 통

한 자료 축적과 그 것을 바탕으로 한 메타인지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의 메타인지적 모니터링 능력의 차

이를 보여주었지만, 표집 하였던 참가자 집단의 표본이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

교 혹은 특정 대학의 참가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집에 적용하기

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모니터링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다

른 영역에서의 다른 과제(예. 글 읽기, 문제해결 등)들을 통해 모니터링 능력의 차

이를 측정해 봄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다른 영역에서도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더 어린 연령층에서 동일한 과제를

실시하여 과제 난이도에 따른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즉, 쉬운

난이도 과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더 어린 연령층에서도 나타나는지, 어려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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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의 모니터링 능력이 고등학생, 성인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관찰한다

면 모니터링 정확성의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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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al Difference in Metacognitive Accuracy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Jinhee Bae Hye-seung Cho Kyungil Kim

Ajou University

Metacognitive monitoring refers to high dimensional cognitive activities. Understanding

one’s own cognitive processes accurately can make effective controls for their performance.

Brain area related with metacognition is PFC which is completed the order of late and it

can be inferred that monitoring abilities is developing during late adolescent.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developmental difference in monitoring accuracy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using by measuring JOL(Judgment of Learning). Participants

was asked that they study Spanish-Korean word pairs and judge their future performance of

memory. In the result, people in both groups thought that they could remember word

pairs better than their actual performance. Absolute bias scores which mean the degree to

predict their performance apart from true scores showed the interaction between subject

groups and task difficulty. Specifically, people judged their learning state quite accurately

in easy task condition. However, in difficult task condition, both groups showed

inaccuracy for predicting their learning and the magnitude of the degree was bigger in

the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metacognition, metacognitive accuracy, monitoring, JOL, Judgment of Learning,

developmental difference in Meta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