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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순서 결정에서 지능관점과 조절초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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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행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동기’는 학습자의 목

표 설정하 및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목표지향이 학습 시간 분

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의 목표지향 상태를 달리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

인 조절초점(regulatory focus)과 지능관점(theories of intelligence)을 측정 및 조작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두 변

인은 각각 접근-회피전략(조절초점에 따른 동기 성향)과 숙달-수행지향적 태도(지능관점에 따른 동기)를 유

발하며 학습자의 목표지향(goal orientation)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실험에서 

조절초점은 성향검사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작을 통해 지능관점의 차이를 일시적으

로 유발하여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련의 스페인어-한국어 단어 쌍을 학습한 

후 재학습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학습순서를 결정할 수 있었다. 단어 쌍은 어렵거나 쉬운 항

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습자들은 원한다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학습할 수 있었다. 결과에서, 조절초

점과 지능관점에 따라 학습 초반에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는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향상초

점-증진조건의 참가자들은 향상초점-불변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학습 초반에 어려운 단어를 배치하는 비

율이 높았으며, 예방초점인 학습자들은 지능관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목표지향

에 따라 학습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조 , 지능 , 목표지향, 학습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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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학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학습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곧 학습 정도나 수행 결과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

시간 분배(study time allocation)에 대한 전략은 자기조절학습(self regulated learning)을 연구하는 학

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시간을 어

떻게 할당하여 사용하는지 그리고 시간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

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Atkinson, 1972; Kornell & Son, 2006; Mazzoni & Cornoldi, 

1993; Nelson & Leonesio, 1988; Son & Metcalfe, 2000; Zacks, 1969). 일반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의 양과 학습할 항목들의 순서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마나 습득되기 어려

운 것인지 혹은 현재 얼마나 잘 학습되어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Dunlosky와 Hertzog(1998)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적 기준과 실제 학습 상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

략들을 사용하며(차이감소모델; Discrepancy Reduction Model), 따라서 학습자는 가장 어렵다고 지

각된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더 오랜 시간을 할당하게 된다.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이 학습자가 

시간분배 과정에서 이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Cull & Zechmeister, 1994; 

Mazzoni & cornoldi, 1993; Mazzoni, Cornoldi, & Marchitelli, 1990; Nelson et al, 1994; Son & Kornell, 

2008, 2009), 일부 연구들은 차이감소모델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보고하였다(Dunlosky 

& Thiede, 2004; Kornell & Metcalfe, 2006; Metcalfe & Kornell, 2003, 2005; Thiede & Dunlosky, 1999).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나 달성해야 할 목표 수준이 낮은 과제에는 어려운 단어

보다 쉬운 단어를 더 높은 비율로 학습하였으며, 쉬운 단어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Thiede & 

Dunlosky, 1999). 또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학습하는 조건보다 자유롭게 학습하는 조건일 때 쉬운 

단어를 더 많이 학습하였다(Son & Metcalfe, 2000). 이에 Metcalfe(2002)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학습자들이 어려운 항목을 선택하기 보다는 근접영역, 즉, 적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학

습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에 존재하는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하였

다(근접학습영역모델, Region of Proximal Learning Model). 더불어, 그녀는 시간 분배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과제상황에 따라 학습자의 목표지향(goal orientation)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Son & Metcalfe, 2000). 즉, 기존의 차이감소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원하는 만큼 충분

히 학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상황에서의 시간 분배 과정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학

습자들은 보다 더 숙달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제의 요구나 시간 압

박 등의 환경적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학습자들의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간 

분배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학습자의 목표지향의 변화가 전략의 사용방식을 

결정하였으며, 학습의 외적 요소들이 학습자의 목표지향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로 학습자의 목표지향이 시간 분배 전략의 차이를 만들었다면, 외적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태도 특히, 목표지향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 또한 

시간 분배 방식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과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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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습자의 목표지향을 유발하는 내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시간분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목표지향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목표지향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요한 두 변인인 조절초

점(regulatory focus)과 지능관점(Theory of Intelligence: TOI)을 측정 및 조작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Higgins, 1997, 1998, Bandura & Dweck, 1981).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심리적 변인들 중 특히, ‘동기(motivation)’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학습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인지 전략

을 사용하고 학습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등 동기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강조되어 

왔으며(Arbona, 2000; Pintrich & DeGroot, 1990; Pintrich & Schunk, 2002; Schunk, 1991; Son & 

Metcalfe, 2000; Vansteenkiste, Lens & Deci, 2006; Zimmerman & Kitsantas,1999), 최근에는 동기의 강

도 뿐 아니라 동기의 방향성 즉, 개인의 동기적 성향에 의해서 학습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Deci & Ryan, 2002; Elliot & Church, 1997; Elliot & 

McGregor, 2001; Higgins, 1997, 1998). Higgins(1997)가 제안하였던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은 동기

의 유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자기조절 지향성인 

향상(promotion) 혹은 예방(prevention)의 초점으로 구분된다. 조절초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비

자 행동이나 의사결정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나(Aaker & Lee, 2001; Block & Keller, 1995; Crowe & 

Higgins, 1997; Lee & Aaker, 2004; Pennington & Roese, 2003), 최근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학습자의 

학습 목표 및 태도, 그리고 자기조절학습 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Lee, 2011; Cho & Oh, 2009, 2011; Heo & Sohn, 2013; Leonardelli, Lakin & Arkin, 

2007).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향상초점은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발

생하는 동기로 바라는 결과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동기는 성장과 발전

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반면, 예방 

초점은 의무적 자기와 실제 자기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동기로 부정적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또한, 안전, 책임감 등을 강조하여 획득보다는 손실에 초점을 맞추게 된

다. 따라서 향상초점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접근전략(approach strategy)을 사

용하고, 예방초점인 사람들은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전략(avoidance strategy)을 주로 사

용하게 되며, 예방 초점 성향이 강할수록 다양한 경험 대신 안전을 추구하는 인지전략을 사용하

게 된다(Higgins, 1997, 1998; Idson & Higgins, 2000). Higgins(1998)는 이러한 성향이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경험 등의 영향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때로는 주어진 상황적 요

소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촉발될 수도 있는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결과에

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접근 또는 회피의 다른 전략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학습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절초점과 함께 목표지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지능에 대한 이론(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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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TOI)’으로 개인 또는 타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 

Dweck, 1981). 지능에 대한 이론(이후 지능관점)은 지능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 즉, 지능이 노

력에 의해 향상 가능하다는 생각(증진론, Incremental Theory)과 지능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불변론, Entity Theory)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사고방식은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

을 다르게 만들어 목표설정과 학습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왔다(Nicholls, 1984; Dweck, 1986; Dweck et al., 1995; Utman, 1997; Robins, & Pals, 2002; Miele, 

Finn, & Molden, 2011; Miele, son, & Metcalfe, 2013). Dweck (1986)은 이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어떻

게 학습자의 목표지향(숙달 혹은 수행지향)이 형성되는지의 내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증진

론자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지적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 자체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숙달지

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

더라도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선호하며, 

도전을 즐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불변론자는 지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과제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

면 이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신호로 여긴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성

취를 달성하거나 일정 수준을 넘기면 되는 적절한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지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추구하는 이른바, 수행지향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Deweck, & 

Leggett, 1988; Dupeyrat & Marine, 2005 Leondari & Gialamas, 2002). 이러한 영향은 지능 관점을 상

황적으로 조작했을 때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onson, & Fried, 1998; Bergen, 1991; 

Deweck & Leggett, 1988; Hong et al., 1999;). 예를 들어, Hong과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 절반의 

참가자들은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지문을 읽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

는 지문을 읽은 후 어려운 지능검사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푼 후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제공받

았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증진 조건의 참가자들이 불변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문제에 대한 교정행동을 더 많이 하는 숙달지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nderson

과 Fried(1998)의 연구에서도 학기 초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게 했던 집단이 아무런 처지가 

없었던 집단에 비해 학기 말 성적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두 변인 즉, 조절초점과 지능관점에서의 차이가 학습자들의 목표지

향 형성과 그에 따른 전략 선택을 다르게 만들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두 변인이 각각 

접근-회피목표, 숙달-수행목표를 형성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두 변인 중 하나의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학습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즉, 조

절초점 성향에 의해 접근 혹은 회피 전략이 유도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목표가 숙달지향적

인지 혹은 수행지향적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향상초점을 가진 학습자가 숙달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배움 자체를 위한 전략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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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수행 지향적이라면 점수 획득을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

습 태도 및 전략을 관찰하기 위해서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조절초점과 지능관점이 서로 다른 4종류의 목표 지향을 유발하는 내적 변인으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학습 항목들에 대한 시간분배 전략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 구체적으로, 조절초점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이 지능관점에 영향을 받아 다른 학습 전략

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관점은 조작을 통해 두 집단을 구분하였고, 조절

초점은 성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학습자 집단을 두 개로 나눔으로써 총 4개의 하위 집단

을 구성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학습시간 할당, 학습순서 및 수행 결과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였다.

실  험

실험 참가자

아주대학교 학부생 142명(남자 75명, 여자 67명, 평균연령 22.7)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들은 교양 과목의 수강생들이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실험 설계

지능관점 2(불변론 vs. 증진론)과 조절초점 2(예방초점 vs. 향상초점)의 2×2 참가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지능관점은 Bergen(1991)이 사용했던 방식을 차용하여 조작하였다(Chiu, Hong, & 

Dweck, 1997; Dweck, 2000; Hong et al., 1999; Nussbaum & Dweck, 2008; Plaks et al., 2001). 지능관

점의 조작을 위해 불변론 조건의 참가자는 지능은 유전적이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

문을 읽었고, 증진론 조건의 참가자는 지능은 환경이나 노력에 의해 후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기사문을 읽었다. 이후 과제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조건 모두 기사문에 대

한 글쓰기 과제를 하였다. 과제는 기사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기사문의 예시들 중 가장 설

득력 있는 한 가지 서술하기, 기사문과 일치하는 자신의 경험 서술하기로 이루어졌다. 지능관

점 조작과제는 Bergen(1991)이 사용한 방식을 동일하게 차용하였다(Chiu, Hong, & Dweck, 1997; 

Dweck, 2000; Hong et al., 1999; Nussbaum & Dweck, 2008; Plaks et al., 2001). (이후, 불변론 조건은 

불변조건, 증진론 조건은 증진조건으로 표기한다). 조절초점은 Higgins(1997)가 개발한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이후 RFQ)를 기반으로 김세나(2015) 등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조절초점 척도를 



인지과학, 제31권 제4호

- 142 -

사용했으며 4문항의 예방초점과 5문항의 향상초점을 갖는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문항의 예로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얼마나 따랐습니까?” 등은 예방초점에 해당하는 문항이

었고, “당신의 삶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등은 향상초점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김세

나(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71이었으며 요인별로는 향상초점은 .72, 예

방초점은 .82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절초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68이

었으며 요인별로 향상초점은 .73, 예방초점은 .81이었다. 조절초점의 구분을 위해 예방초점 문항

들의 평균값에서 향상초점 문항들의 평균값을 차감하였으며,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예방초점으

로, 음의 값의 가질 경우에는 향상초점으로 표기하였다. 종속변인은 단어학습과제에서 참가자들

이 학습계획 시 작성한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비율, 단어배치 순서와 회상검사 점수였다.

실험자극

학습에 사용되는 과제는 학습자 개인 간 변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소한 언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였다. 단어선정은 Metcalfe(2002)의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목록 중 스페인어로 10글자 이하

면서 한국어로 3음절 이하의 단어20개를 선정하였다. 20개 단어의 난이도를 구분하기 위해 스페

인어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 16명에게 사전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전실험절차는 학습시행

과 단어난이도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학습시행에서는 스페인어-한국어 단어쌍(예시: galaxia-은하

수)을 3초간 제시하였고, 단어난이도 판단은 ‘방금 본 단어쌍에서 스페인어만 보고 한국어를 기

입하는 시험을 본다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0(전혀 맞출 

수 없다) ~ 10(확실히 맞출 수 있다)’사이의 숫자로 답하도록 하였다. 20개 단어 중 단어 난이도 

판단 점수가 낮았던 하위 10개의 단어를 어려운 단어(M=4.11, SD=2.22)로, 상위 10개는 쉬운 단

어(M=7.18, SD=2.31)로 설정하였다(t=12.07, p< .001).

실험 차

동시에 최대 4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험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

을 듣고, RFQ를 작성한 후 지능관점 조작과제를 하였다. 단어학습과제는 컴퓨터로 진행되었으

며, 초기학습, 재학습계획, 재학습, 방해과제, 회상시험 순으로 이루어졌다. 초기학습에서 스페인

어-한국어 단어쌍 20개가 3초간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초기학습 이후 참가자들에게는 20번의 

재학습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재학습할 것인지 재학습계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

다. 재학습계획에서 화면왼편에는 초기학습에 제시되었던 20개의 스페인어가 4×5 목록으로 제

시되었고, 재학습할 단어 선정과 순서 배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즉, 참가자들은 20번

의 재학습 기회에서 20개의 단어들을 1번씩 재학습할 수도 있었고, 한 단어만 20번 재학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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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재학습계획에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은 20번의 재학습 기회를 모두 사용해야한

다는 점 이외에는 없었다. 재학습 단계는 참가자가 재학습계획에 작성한대로 스페인어-한국어 

단어쌍이 3초씩 제시되었다. 재학습 종료 후에는 3분 간 간단한 수학 연산문제들로 구성된 방해

과제가 진행되었다. 회상시험은 초기학습 시행에서 제시된 20개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고, 

화면에 스페인어가 제시되면 한국어 뜻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  과

총 142명의 참가자 중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10명과 프로그램 오류가 생긴 9명의 참

가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학습자가 재학습을 위해 선택한 단어들 중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비율은 하위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모든 조건에서 쉬운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F(1,119)=2.29, p=.13, =.02). 즉,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학

습자들이 학습 시 쉬운 문항보다는 어려운 문항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하위 조건들에서 어려운 문항 선택 정도에 대한 차이가 유의 수준

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능관점이 증진조건인 경우가 불변조건인 경우보다 어려

운 문항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F(1,119)=3.1, p=.08, =.03, 불변조건: M=.66, SD=.17, 증진조건: 

M=.71, SD=.17).

학습자들이 학습 초기에 어떤 난이도의 문항을 학습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어 선택 순위(1 

~20)와 단어 난이도(쉬움, 어려움)에 대해 Goodman-Kruskal 의 gamma 상관분석(상관 값)을 실시

하였다. 값은 비모수 통계에서 사용되는 상관 값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 2개의 서열을 비

교하여 둘 사이의 상관을 나타낸다.(Nelson, 1996). 결과에서 상관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쉬운 문

항을 먼저 배치한 것이고, -1 에 가까울수록 어려운 문항을 먼저 배치한 것을 의미하며, 중간 값

인 0에 가까우면 어려운 문항의 선택과 순서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변인 사이의 순위에 의해 상관 값을 계산하는 상관 값의 특성 때문에 두 변인 중 한쪽 변

인에 속하는 값만을 가지게 되면 즉, 참가자가 모두 쉬움 혹은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

관 값이 산출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단어의 난이도가 동일한 참가자(재학습 계획에서 어려운 

문항 20개 선택 혹은 쉬운 문항20개 선택) 9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 향상초점-불

변조건을 제외한 조건들에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세 조건의 참가자들이 상대

적으로 어려운 문항을 초반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예방초점-불변조건: M=-.1, 

t(32)=-2.02, p<.05, 예방초점-증진조건: M=-.09, t(37)=-1.91, p=.06, 향상초점-불변조건: M=.02, 

t(21)=.29, p=.77, 향상초점-증진조건: M=-.12, t(27)=-2.2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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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관에서 나타난 학습시간 분배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 

간 학습 초반에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초반학습은 학습계획에서 처음에 선

택한 5개 단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중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비율로 계산하였다. 학습시점, 

지능관점, 조절초점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능관점에 대한 주효과(F(1,119)=4.71, 

p<.05, =.04)와 상호작용(F(1,119)=4.02, p<.05, =.03)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igure1). 초반학

습에서 지능관점이 증진조건(M=.78)일 때 불변조건(M=.70)보다 어려운 문항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향상초점일 때 지능관점에 따른 초반 어려운 단

어 선택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F(1,119)=7.76, p< .01, 향상초점-증진조건: M=.83, 향상초점-불

변조건: M=.65). 종합하면, 예방초점인 학습자들은 학습전략을 선택하는데 지능관점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향상초점인 학습자의 경우 지능관점이 불변 조건일 때 증진 조건에서보다 초반

에 어려운 문항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지능관점과 조절초점에 따른 수행점수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

능관점과 조절초점의 상호작용은 F(1,119)=2.69, p=.10, =.02 으로 경향성을 보였으며, 사후분

석에서, 향상초점 조건일 때 지능관점에 따른 단순주효과가 F(1,119)=4.77, p<.05 수준으로 향상

초점-증진조건(M=17.52, SD=2.34)이 향상초점-불변조건(M=15.83, SD=3.23)일 때보다 수행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능관점은 증진조건일 경우(M=17.34, SD=2.44) 불변조건인 경우(M=16.58, 

SD=2.97)보다 수행점수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F(1,119)=3.25, p=.07, =.03) (Table 1).

(Figure 1) Ratio of choosing difficult word-pairs for restudy in earl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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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Promotion Total

n M SD n M SD n M SD

Entity 32 17.13 2.70 23 15.83 3.23 55 16.58 2.97

Incremental 39 17.21 2.54 29 17.52 2.34 68 17.34 2.44

Total 71 17.17 2.60 52 16.77 2.87 123 17.00 2.70

<Table 1> Mean accuracies in final recall test(scores)

논  의

본 연구는 지능관점과 조절초점에 따른 학습시간 분배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실험 결과는 배치방식을 결정할 때 그룹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즉, 조절초

점 성향에 따라 지능관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향상초점인 학습자들은 지능관점에 의해 

시간분배 방식에 차이를 보였으나 예방초점인 학습자들은 지능관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초점-증진조건의 학습자들은 향상초점-불변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학습 초반에 

어려운 단어를 배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학습 후 수행결과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

를 보였다. 또한 하위집단 간 수행 점수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 

향상초점 조건일 때 지능관점에 따른 단순 주효과가 F(1,119)=4.77, p<.05 수준으로 향상초점-증

진조건(M=17.52, SD=2.34)이 향상초점-불변조건(M=15.83, SD=3.23)일 때보다 수행점수가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실제 학습 장면에서 학습 전략의 차이가 수행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본 실험의 결과는 특정 향상초점을 가진 학습자에게 어떤 지능관점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목

표지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향상초점의 학습자들에게 증진관점을 제시하면 숙달

지향적 사고를 유도함으로써 점수 획득보다는 배움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며, 그에 따라 어려운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향상초점-불변조건에서는 수행접근적인 

목표지향이 유발됨으로써, 노력에 대한 동기보다는 이익을 얻기 위한 방향 즉, 수행 점수의 획

득에 목표를 두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쉬운 항목들의 재학습 비율을 

높이고 초반에 쉬운 단어들을 더 많이 배치하게 될 수 있다.

예방초점 조건에서는 지능관점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방초점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며, 따라서 테스트 

상황에서는 당장의 실패를 모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피하기 위

한 회피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약간의 노력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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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단어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의 수행 점수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지능에 대한 증진적 사고 즉, 노력과 숙달지향적 태도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과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향상초점을 가진 학습자들이 학습 전략을 선택할 때 지능관점에 영향을 더 많

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상초점인 학습자가 불변적 사고에 노출되면 학습의 목표를 수

행(점수나 등수)에 두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습 목표를 수행에 두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며(Meece et al., 1988, Nicholls et al., 1985, Elliot, 1999; Harackiewicz, Barron 

& Elliot, 1988 ;Senko & Harackiewicz, 2002),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습득이 가능한 항목들을 더 먼저 학습하여 좋은 점수를 받거나 최소한 낙제를 피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불변적 사고가 장기적으로 내재화된다면 노력에 대한 

동기가 감소되거나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고

는 학습의 목적을 학습 자체보다는 등수나 사회적 인정 등에 두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낮은 

목표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학습 역량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반적으로 지능관점에 따른 시간분배 방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습자가 숙달지향적

일 경우 어려운 문항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기존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Son & Metcalfe, 2000).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습자들은 Son과 Kornell(2009)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초반에 쉬운 단어를 배치하는 경향성(근접학습영역 이론)을 보

였던 것과는 반대로 후반보다는 초반에 어려운 단어를 더 많이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러한 차이가 지능관점에 대한 문화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지능관점에 대한 문화 비교를 실시했던 연구들은 서양 문화권에 비해 동양 문화권

의 학습자들이 더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Munro, 1970; Grant, & Dweck, 

2001; Holloway, 1988; Eccles, 2004; Stigler & Stevenson, 1992; Stevenson et al., 1990), 결과에서 지능 

관점이 증진조건이었던 참가자 집단에서 초반에 어려운 단어를 더 많이 배치한 것을 고려했을 

때, 동양 문화권의 학습자가 서양 문화권의 학습자에 비해 어려운 문항을 초반에 배치하는 경향

을 보일 수도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의 실험 조건(자

극과 절대적인 난이도 수준, 선행조건의 조작 여부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한 차이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를 검증하는 문화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두 변인의 조합은 결국 Elliot과 McGregor(2001)가 제안한 성취목표의 4분 구조 

즉, 숙달접근(mastery-approach), 숙달회피(mastery-avoidance), 수행접근(performance-approach), 수행회피

(performance-avoidance)의 목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숙달접근 목

표는 배움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유발하며, 숙달회피 목표는 실패 

또는 능력의 저하를 피하기 위해 학습하게 하고 내적 성장을 소극적으로 지향하게 만든다고 알

려져 있다. 반면, 수행접근 목표는 외적 보상이나 타인보다 높은 점수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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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행회피 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남보다 능력이 낮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

을 들이지 않는다고 보고된다(Park & Lee, 2005; Pintrich, 2000). 본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성취목표

의 4분 구조가 유발될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하여 전략 선택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도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절초점 단일 변인만으로는 학습자의 시간분배 방식을 정확히 예

측하기 어려우며, 결과에서도 조절초점의 단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지능관점의 효과

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하위 조건들 간

의 학습 전략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변인은 성향적 변인이자 상황적으

로도 유발이 가능한 변인이기 때문에(Deweck & Leggett, 1988; Bergen, 1991; Miele & Molden, 2010; 

Cesario, Grant, Higgins, 2004; Semin, Higgins, Montes & Estourget, 2005), 긍정적 결과에 대한 칭찬이

나 노력에 대한 강조 등의 양육방식과 이를 지지하는 교육적 환경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적절한 상황을 구성함으로써 학습 목적

에 맞는 학습자의 적절한 태도 및 목표지향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절초점과 지능관점이 서로 다른 목표지향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계 및 

결과를 해석하였으나 실제 목표지향이 적절하게 형성되었는지 그 효과를 직접 검증하지는 못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면 더 정확하게 인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절초점을 성향변인으로 지능관점은 상황적으로 유발하였으나 추후 연

구에서 지능관점을 성향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조절초점을 상황적으로 조작하거나 두변인 모두

를 성향적 측면 혹은 상황적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면 두 변인들의 관계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 다른 제한점은 실험에서 사용했던 단어 쌍의 난

이도가 실험자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난이도를 구분하기는 하였으

나 실제 개인마다 어려운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각 항목의 어려운 정

도를 평가하게 한 후 그 값을 중심으로 난이도를 구분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 및 학습 관련 분야에서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오고 있지만 

학습 과정을 관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과 관련된 실험연구들 또한 행동

의 측정치를 수행 결과에 두고,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해석에 의존하여 왔다. 학습자가 어

떠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의 학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는 바람직한 사회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정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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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Regulatory focus and Theory of Intelligence

in the order of learning

  Cho, Hyeseung1)        Kim, Kyungil1)        Bae, Jinhee1)2) 

1)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2)Convergence Research Center for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System of Dementia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IST)

Psychological properties of learners have influence on learning behaviors in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goal orientation of learners affected the learning time distribution 

method. Regulatory focus and theories of intelligence were measured and manipulated in order to 

differentiate participants' goal-oriented state. Two variables are known to be key variables influencing 

learner 's goal orientation, inducing the approach-avoidance strategy and mastery-performance oriented 

attitude. In the experiment, the control focu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inclination test 

score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RFQ), and TOI(theory of intelligence) was temporally induced 

through manipulation to confir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Participants were able to 

determine the order of learning freely by learning a set of Spanish-Korean word pairs and then selecting 

the items they would like to re-learn. Word pairs consisted of difficult or easy items, and learners could 

learn the same word many times if they wanted to. In the results, promotion-incremental group showed 

allocating difficult word-pairs in early time.

Key words : regulatory focus, theory of intelligence, goal orientation, learning strate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