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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능감에 따른 경쟁상대범위가 흥미 및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대학생 7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를 이용
하여 개별적으로 사고력 검사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수행정도와는 상관없이
미리 결정된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서 과제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수준을 조작하였다. 지각된
유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경쟁상대 범위가 10명과의 경쟁일 때와 1000명과의 경쟁일 때가 흥
미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능감의 수준과 경쟁상대 범위와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즉 학습자의 지각된 유능감 수준이 낮은 경우 1000명과의 경쟁이 10명과의 경쟁보
다 과제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습자의 유능감 수준이 높은 경
우에는 경쟁상대 범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과제수행에서는 지각된 유능감에 관
계없이 10명과의 경쟁이 1000명과의 경쟁보다 수행을 보다 더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좁은 범위의 경쟁상대를 둔 경쟁상황이 수행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키는 반면,
유능감이 낮은 학습자의 흥미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경쟁상대 범위, 지각된 유능감, 흥미,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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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을 보다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반면, 경쟁이 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흥미는 학습자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자발

있어서 아직까지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

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쟁에 관한 초기 연

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인차 변인 중 하

구들은 대체로 경쟁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

나이다. 흥미가 있는 학습자의 경우 그렇지

고하고 있다(Deci, 1981; Reeve & Deci, 1996).

않은 학습자에 비하여 학습에 대한 의욕이

Deci(1981)등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초

높으며, 더 나아가 외적인 보상이 없이도

점을 맞출 경우 과제자체 보다는 과제 외적

과제를 자발적으로 하려는 내재동기를 갖게

인 접근만을 강조하게 되므로 경쟁이 학습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자의 내재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교육환경은 내신등급이나 수행평가

실제로 Reeve와 Deci(1996)는 그들의 연구에

및 학업성취점수 등이 학습자로 하여금 학

서 참가자들에게 모든 주의를 이기는 것에

습결과에만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학습에

만 집중하라고 말했을 때 덜 통제된 집단의

대한 흥미를 저해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참가자들보다 내재동기가 감소되었음을 보

에는 상위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의 비중이

여주었다.

커지면서 상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과는

급내의 학우들이 서로의 경쟁상대로 여겨지

반대로 오히려 경쟁은 학습자로 하여금, 본

게 되는 학습상황이 되었다. 즉, 이러한 수

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

행 중심적이고 평가지향적인 현재의 교육환

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목

경은 다른 사람의 수행보다 뛰어나야함을

표가 단순하게 구조화 되어 있는 경우와 자

우선시함으로써 상대적 순위를 강조하는 경

신의 능력을 타인과 겨루고자 할 때 효과적

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다(Reeve,

Olson

&

Cole,

1987).

또한

경쟁상황은 자신의 수행이 경쟁을 통해

Csikszentmihalyi(1990)는 경쟁상황이 비경쟁

다른 사람들의 수행과 비교되고 평가되는

상황에 비하여 과제에 대한 도전감을 주고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은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내

인간으로 하여금 과제수행자체보다는 수행

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결과를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시키도록 만든

였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경쟁은

다. 이러한 경쟁은 일상생활 전반을 통해

수행을 잘 하려는 개인의 동기적 측면에서 긍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학

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면서, 경쟁이

습장면에서의 경쟁은 자신의 수행 결과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내재동기 증진

명확하게 제시되고 다른 사람과의 수행결과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pstein &

와 비교된다는 점에서 수행은 물론 학습자

Harackiewicz,

의 흥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4; Conti, Collins, & Picariello, 2001; Chang,

경쟁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미 경쟁상황이 비경쟁 상황에 비하여 수

1992; Tauer & Harackiewicz,

Wang & Chan, 2003; Frederick, 2003).
이처럼 경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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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을 뿐만

습상황에서의 경쟁은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

아니라, 아쉽게도 경쟁상황이 동기에 미치

자로 하여금 흥분요소를 발생시키고 과제에

는 효과성에만 주목하였다. 즉, 경쟁상황이

대한 도전감을 줌으로써 과제에 보다 적극

비경쟁 상황이나 혹은 협동학습 등의 교수방

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반면, 학습자로 하여

법들에 비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연

금 오히려 외적 보상에 초점을 두게 하는

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Ames & Ames,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981; Epstein & Harackiewicz, 1992; Lam, Yim,

실제로 교육현장에서의 상대적 평가시스템

Law & Cheung, 2004; Tauer & Harackiewicz,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쟁은 학생들 상호

1999), 경쟁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간의 능력수준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학업

조건을 탐색하려는 시도나 경쟁상황에서 학

성취에의 보상이 배분되게 되므로 학생들의

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연구가 미흡한 편

학습동기 상태는 학업성취 자체의 추구보다

이다. 경쟁상황에서는 자신의 과제수행 결

는 실패의 모면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는

과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기 때문

경향이 있다(Covington, 1984). 이러한 경쟁상

에 학습자의 관심이 수행결과에 집중될 가

황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능성이 높다. 더구나 경쟁에서 실패 가능성

경쟁일지라도 경쟁의 상황적 요인이나 학습

이 높게 지각되는 상황에서의 과제수행은

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

이미 학습자에게 더 이상 재미있는 상황이

적 측면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중심적이고

Tauer와 Harackiewicz(1999)는 내재동기에

경쟁적인 학습환경이 불가피하게 된 현실을

있어서 개인들의 성취동기에 따른 경쟁의

고려해 볼 때, 동일한 경쟁상황일지라도 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

패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감에서 오는 흥미저

로 퍼즐을 가지고 경쟁조건과 비경쟁 조건

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성취동기를 측정한 후 경쟁조건의 경
우 ‘상대방 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라’라고

Ⅱ. 이론적 배경

조작하였으며, 비경쟁 조건의 경우 ‘퍼즐 가
운데서 단어를 찾아라’ 라고 조작하였다. 그

1. 경쟁과 내재동기

결과 성취동기가 높은 참가자들이 비경쟁
조건에서 보다 경쟁조건에서 내재동기가 더

경쟁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일한 경

이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보다 노력

쟁상황 일지라도 성취동기가 높은 학습자의

하는 것으로써,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

경우 과제에 대한 관여 및 흥미가 높음을

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경쟁이 아니라 학교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am 등

에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혹은

(2004)은 실제 교실상황에서 중학생을 대상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모두

으로 작문과제를 가지고 학습자의 성취동기

경쟁의 한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

에 따라 경쟁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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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학습자의 개

감의 지각을 증가시킨다면, 내재동기도 이

인차 변인인 성취동기에 따라 경쟁조건과

에 따라 증가된다는 것으로서, 내외 인과

비경쟁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과정에서 행동의 자기결정성이 지각되더라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Conti 등

도 두 번째 과정인 지각된 유능감에 변화가

(2001)은 경쟁조건과 비경쟁 조건에서 남여

있게 되면 내재동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한

성별에 따른 내재동기의 차이를 연구하였는

덕웅, 1985). 즉, 한 사람의 지각된 유능감과

데 연구 결과 비경쟁 조건에서 보다 경쟁조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은 내

건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내재

재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밖

한 사건들은 모두 통제적인 측면과 정보적

에 학습자의 다른 개인차 특성을 고려한 연

인 측면을 가지는데(Ryan, 1982), 사건의 정

구들은 아직까지 드문 편이며, 앞서 살펴보

보적인 특성을 통해서 지각된 유능감에 영

았듯이 내재동기에 대한 경쟁의 효과들은

향을 미치고 통제적인 특성에 의해서 자기

아직까지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을 보고

결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때 사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쟁이 내

의 어떤 측면이 더 두드러지게 지각 되는지

재동기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에 의해서 내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일관되지 못한 이유는 인지적 평가이론(Deci

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외적인 압력을 가

& Ryan, 1985)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 않고 행동적으로 관련된 자기결정성이
나 혹은 유능감 정보를 개인들에게 제공하

2. 경쟁과 인지적 평가이론

는 등의 정보적인 특성이 더 두드러질 때에
는 사람들의 내재동기가 증가할 것이며, 반

인지적 평가이론(Deci & Ryan, 1985)에서

면에 사건의 통제적인 특성이 더 두드러질

는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때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외적인 요인들에

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

의해서 유지되거나 통제되기 때문에 내재동

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욕구라고 가정한

기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다. 인지적 평가이론에서는 내재동기를 자

외적인 압력 등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느끼

기결정성과 지각된 유능감과 관련하여 2가

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

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느낄 때

과정은 자기 결정성 지각에 기반을 둔 지각

내재동기가 증가하게 된다(Deci & Ryan,

된 내외인과 과정으로써, 개인이 어떤 행동

1985). 그래서 Deci와 Ryan(1980)은 경쟁이

에 대해서 지각된 내외인과성을 외적원인에

개인들의 경쟁상황에 대한 지각에 따라 과

서 내적 원인으로 혹은 내적 원인에서 외적

제수행에 대한 내재동기가 증가 혹은 감소

원인으로 변화시켜 자기결정성에 대한 지각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경쟁상황이 통

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면 내재동기가 변화

제적인지 혹은 비통제적인지에 대한 지각은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은 지각된 유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사건에서

능감의 과정으로 만약 환경의 사건이 유능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유능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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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의 지각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선행

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의 피드백이 명

연구결과에서도 보여 지듯이 이기는 것에만

백한 경쟁상황에서 학습자의 흥미 및 내재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경쟁에 대한 압력

동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한

혹은 부담감을 제공하였을 경우 흥미 및 내

학습자의 유능감 저하를 막고 수행에 대한

재동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성공가능성을 지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났다(Deci, 1981).

연구가 연구자로써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1997)는 경쟁자의 가시성이 창의적 과제수

이슈라고 생각한다.

행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경쟁자와

또한, Shalley와 Oldham

Harackiewicz와 Sansone(1991)은 내재동기에

마주보고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 경쟁자가

영향을 주는 맥락적이고 개인적인 요인들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한 집단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면서,

보다 창의적 과제수행수준이 떨어짐을 보고

내재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접근

하였다. 즉, 동일한 경쟁상황 일지라도 학습

하는 개인들의 목적과 외적인 맥락 그리고

자마다 경쟁을 지각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

개인차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며 이러한 지각차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

다. 경쟁상황의 경우 이 모델에 의하면, 경

치는 것은 첫째 경쟁적 환경과 경쟁에서의

쟁은 개인들의 경쟁 상황에 대한 지각과 활

성공가능성으로 보여진다. 경쟁상황은 다른

동결과에 대한 정보적인 피드백의 두 가지

과제상황에 비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피

측면에서 내재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드백이 보다 명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경

할 수 있다. 비록 이 두 가지 측면의 효과

쟁에서의 성공가능성의 지각은 과제수행 시

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지각이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더욱 강화시

로 예측된다. 특히 과제에 자신이 없거나

킴으로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상호작용 할

이전에 실패를 경험한 학습자의 경우 경쟁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

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지각되지 않는다면

쟁상황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킬 수

그 경쟁은 더 이상 흥미로운 과제일 수 없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그 해결 방안으

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경쟁상황 일지라

로써 경쟁상대범위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도 경쟁률을 낮게 지각하거나 경쟁적 환경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학습자

을 덜 통제적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성공에

특성으로써 지각된 유능감이 경쟁상황에서

대한 가능성 지각을 촉진시킬 때 보다 높은

흥미와 과제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내재동기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에 대해서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경쟁상황에 대한 지각
차이는 학습자의 지각된 유능감 수준과 밀

3. 경쟁상황에서의 흥미 증진 방안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
로 유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유능감이

경쟁상황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키

낮은 학습자보다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

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상황에 대한 학습자

으며, 이러한 자신감 정도는 내재동기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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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

Ⅲ. 연구방법

정선, 김성일, 2004; Cameron & Pierce, 1996).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써 지각된 유능감

1. 연구대상

은 특정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사전
지식 수준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인차

가. 연구대상

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

서울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에서 ‘인간과

동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 71

(김성일 등, 2005), 후속행동을 결정하는 중

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각

요한 변수로써 그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된 유능감 수준과 경쟁상대 범위 유형에 따

행동경향성이

Dweck,

라 나누어진 4개의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치

1988). 경쟁상황에서의 과제에 대한 지각된

되었으며 각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에게 할당

유능감은 경쟁상황자체가 도전적인 특성을

된 컴퓨터에서 개별적으로 10명씩 동시에

지님과 동시에, 비록 경쟁률이 동일할지라

참가하였다.

달라진다(Eillot

&

도 각 개인마다 경쟁에서의 성공가능성이
다르게 지각되는 상황이므로, 보편적인 과

나. 실험설계

제활동 상황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보다 밀

2×2 요인설계로 지각된 유능감(상/하)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

경쟁상대 범위의 유형(10명과의 경쟁/1000명

각된 유능감이 높고 낮음의 수준이 경쟁상

과의 경쟁)이 독립변인으로 구성되었고, 종

황 자체에 대한 지각정도와 과제에 대한 흥

속변인으로는 과제 흥미도와 과제수행이 측

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정되었다. 이때 경쟁상대 범위 유형의 경우

경쟁상대 범위에 대한 이전연구는 없으나,

두 경쟁집단의 경쟁률은 모두 10:3으로 동

동일한 경쟁률일지라도 좁은 범위에서의 경

일하게 조작하였다.

쟁상대가 주어진 상황이 보다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여겨지거나 실패하였을 때 자기

다. 실험재료

가치(self-worth)나 유능감에 손상이 더 클 것

실험참가자들이 접해 보지 못한 비교적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기 위해, 김성일 등

는 지각된 유능감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2005)이 흥미 실험을 위해 나모 웹 에디터

경쟁상대의 범위가 흥미와 과제수행에 미치

5.0으로 제작한 웹기반 확산적 사고력 검사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Web-Based Critical Thinking Test: WBCTT)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경쟁률 아

본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확산적 사고력

래서 경쟁상대범위를 10명인 조건과 1000명

과제’로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과

인 조건으로 조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제는 연합력, 연상력, 산출력, 확산력의 총
4가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마다 2
개의 문항씩 모두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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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과제의 예

연합력 과제의 경우 제시되는 자음과 모음

자의 실제 수행결과와는 상관없이 할당된

으로 제한된 글자수의 단어를 만드는 과제

지각된 유능감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대

이며, 연상력 과제의 경우 제시된 그림을

로 제공하였다.

보고 떠오르는 것을 제한된 시간내에 가능

상위 지각된 유능감 집단의 경우, 전체평

한 많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산출력 과제의

균을 73점으로 제시하고 각 과제 수행결과

경우에는 제시되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에 대한 피드백으로 절대점수를 91점에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었으며, 마지

95점 범위 내에서 매 시행마다 임의로 주었

막으로 확산력 과제는 제시된 문장의 빈칸

다([그림 2] 참조). 반면, 하위 지각된 유능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가능한 많이 작성

감 집단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을 82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실험에 사용된 과제

제시하고 각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피드백

는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능력에 대한 기

으로 55점에서 68점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제

대를 할수 없는 과제로 구성하였다. 한 과제

시하였다([그림 3] 참조). 지각된 유능감 수

당 제한시간은 각 2분이었으며 모든 과제는

준을 조작하기 위한 모든 피드백은 그래프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어졌다([그림 1] 참조).

와 함께 제시되었다. 연습과제를 5분간 수
행한 후 지각된 유능감이 제대로 조작되었

2. 실험처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
를 통해 지각된 유능감 조작을 측정하였다.

가. 지각된 유능감 조작

지각된 유능감 측정 문항은 과제수행에 대

지각된 유능감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실

한 수월성, 소질, 수행과제에 대한 난이도

험참가자가 4개의 연습과제를 수행하는 동

지각, 과제 답안 작성에 대한 만족도, 높은

안, 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난이도에 대한 도전에 관한 것으로 총 5문

그래프를 통해 전체평균점수와 본인의 점수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α=.850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은 실험참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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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위 유능감 조작을 위한 피드백 제공의 예

[그림 3] 하위 유능감 조작을 위한 피드백 제공의 예

나. 경쟁상대 범위 조작

한 질문지는 Harachiewicz와 Elliot(1993), 김성

경쟁상대의 범위에 대한 정보는 5분간의

일 등(2005)이 사용했던 내재동기 측정 문항

연습시행 후에 주어졌으며, 경쟁상대범위의

들 중 7개의 문항을 본 실험의 상황에 알맞

범위 유형 조건에 따라 10명과의 경쟁조건

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은 과제수행

과 1000명과의 경쟁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에 대한 흥미도, 즐거움, 몰입정도, 지속욕

10명과의 경쟁조건의 경우 “본 과제에서는

구, 과제수행에 대한 관심정도, 과제수행에

현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경쟁

대한 친구 추천정도, 유사과제에 대한 참여

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 10명중 3등 안에

욕구로써 질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

포함되면 상품이 주어집니다.” 라고 지시한

며 이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α=.786이다. 과

뒤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000명과의 경쟁

제수행측정은 피험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과

조건의 경우 “본 과제에서는 현재 함께 참

제를 수행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모

여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

든 과제를 마친 후에 피험자들의 과제 산출

다. 참가자 1000명중 300등 안에 포함되면

물의 개수의 평균으로 과제수행정도를 측정

상품이 주어집니다.” 라고 조작하였다. 즉,

하였다.

두 경쟁 집단의 경쟁률을 동일하게 한 상태
에서 자신의 경쟁상대 범위가 10명인지

4. 실험절차

1000명인지에 따라 경쟁상대 범위를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71명의 실험참가자들이 10명씩 4개의 실
험조건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실험 전체에

3. 측정도구

소요된 시간은 약 28분에서 30분 사이였고,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인 과제에 대한 흥미 측정을 위

먼저 실험참가자들은 10명씩 실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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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본 실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

주고 과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등의 흥미

되어있는 컴퓨터실에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를 측정하였다. 또한, 과제가 끝나고 실험참

실행중인 컴퓨터가 높여진 책상에 앉게 하

가자들이 실험장소를 벗어난 뒤 각 실험참

였다. 10명의 실험참가자들이 서로의 수행

가자들의 산출개수를 통해 과제수행 정도를

을 볼 수 없도록 참가들의 책상 사이에 일

측정하였다.

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지정된 컴퓨터에 배정을 받은

Ⅳ. 연구 결과

후, 5분 동안 본 과제와 유사한 형태의 연
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습과제는

피험자 총 7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한 보기화면과 함

지각된 유능감에 대한 조작 여부를 확인하

께 총 4개의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과제

기 위해서 독립된 t검증을 실시하였고, 지각

당 1분의 시간제한을 두고 과제를 수행하도

된 유능감과 경쟁상대의 범위가 과제수행과

록 하였다. 지각된 유능감 수준을 조작하기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위해, 실험참가자가 4개의 연습과제를 수행

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 흥미도와

하는 동안, 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피

과제수행의 상관이 r = -.005인 관계로 중

드백을 상대적 점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변량분석 대신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피드백은 실험참가자의 실제 수행결과와는

적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없이 지각된 유능감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대로 제공하였다. 연습과제가 끝난

1. 지각된 유능감

후 본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각 조건별로
경쟁상대의 범위를 지각할 수 있는 각각의

연습과제를 통해 지각된 유능감이 제대로

유형의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들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은 연습과제와 동일한 4가지 유형의 본 과

설문지를 통해 지각된 유능감 조작을 측정

제를 각각 2문제씩 수행하였다. 한 과제당

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제한시간은 2분이었으며, 하나의 과제가 끝

구분하였다. 지각된 유능감 집단에 대한 유

난 다음에는 이전의 과제로 되돌아 갈 수

능감 차이 검정 결과(t = 5.34, p < .01), 상

없도록 하였다. 모든 과제 수행이 끝난 뒤

위 지각된 유능감 집단의 지각된 유능감(M

수행결과가 프로그래밍으로 산출되는 동안

= 3.40)이 하위 지각된 유능감 집단의 지각

실험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설문지를 나누어

된 유능감(M = 2.6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표 1> 지각된 유능감 상․하 집단의 지각된 유능감 평균 및 표준편차
지각된 유능감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높은 집단

3.40

.54

35

낮은 집단

2.61

.6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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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이는 두 집

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10명과 경쟁한 집단

단간의 지각된 유능감 조작이 제대로 이루

평균(M = 3.70)과 1000명과 경쟁한 집단 평

어 졌음을 시사한다.

균(M = 3.51)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유능감이

2. 과제흥미도

높은 학습자의 경우 과제에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

흥미도에 있어서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

쟁상대의 범위 유형에 따라 흥미에 차이가

대범위에 대한 변량 분석결과 <표 2>에서

없었던 반면에, 유능감이 낮은 학습자의 경

보듯이,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 범위 유

우에는 10명과의 경쟁이 1000명과의 경쟁보

형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다 실패의 가능성을 보다 크게 지각되도록

타났다(F(1, 67) = 4.04, p < .05). 유능감이

하며, 실패로 인한 자기가치의 손상 역시

낮은 상황에서는 1000명과 경쟁한 집단 평

크게 작용하여 과제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

균(M = 3.71)이 10명과 경쟁한 집단 평균(M

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능

<표 2>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범위에 따른 과제흥미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10명과의 경쟁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상

3.70

.55

18

3.51

.46

17

3.61

.51

35

하

3.42

.52

17

3.71

.43

19

3.57

.49

36

전체

3.56

.55

35

3.62

.45

36

3.59

.50

71

과제흥미도

지각된
유능감

1000명과의 경쟁

5

4
흥미

10명과의 경쟁
1000명과의 경쟁

3

2
상위 유능감

하위 유능감

지각된 유능감

[그림 2]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범위에 따른 과제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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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범위에 따른 과제수행의 평균 및 표준편차
10명과의 경쟁
과제수행

지각된
유능감

평균

표준
편차

1000명과의 경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상

20.32

6.27

18

16.91

4.12

17

18.66

5.56

35

하

21.60

6.11

17

19.62

5.37

19

20.56

5.74

36

전체

20.94

6.14

35

18.34

4.96

36

19.62

5.69

71

3. 과제수행

지각된 유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1000명과의
경쟁조건에서 10명과의 경쟁조건에서더 높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범위 유형에 따

은 과제흥미도를 보인 반면, 지각된 유능감

른 과제수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높은 학습자는 두 경쟁조건 간에 과제흥

<표 3>에서 보듯이 경쟁상대범위 유형에

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쟁이 학습자의 지각된

67) = 4.18, p <.05). 즉, 지각된 유능감 수

유능감 수준에 관계없이 과제수행을 높이기

준에 상관없이 10명과의 경쟁 집단(M =

는 하지만 과제에 대한 흥미에는 학습자의

20.94)이 1000명과의 경쟁 집단(M = 18.34)

지각된 유능감 수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보다 과제수행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수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경쟁상황일지

유능감이 낮은 학습자가 동일한 경쟁률임

라도 10명과의 경쟁이 1000명과의 경쟁보다

에도 불구하고 10명보다 1000명과의 경쟁

학습자로 하여금 경쟁을 보다 더 치열하게

조건에서 과제흥미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

지각하게 함으로써 수행을 보다 촉진시켰을

일까? 이는 아마도 1000명과의 경쟁에서 실

가능성이 높다.

패하였을 경우 느껴질 수치심이나 좌절 등
의 부정적인 정서를, 역시 실패한 많은 다
른 사람들(700명)과 공유하게 된다는 안도감

Ⅳ. 종합논의

에서 과제수행에서의 불안이 줄어들었기 때
문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10명과의 경쟁

이 연구에서는 경쟁상황에서 지각된 유능

에서 실패하게 되면 7명만이 부정적인 정서

감에 따라 경쟁상대범위가 흥미와 과제수행

를 공유하므로 자기가치에 손상을 입을 가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능성이 크고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과제수행의 경우 지각된 유능감 수준과는

불안감이 증가되어 과제흥미가 떨어진 것으

관계없이 경쟁상대 범위가 10명인 경쟁조건

로 해석할 수

이 1000명인 경쟁조건보다 높은 과제수행

대한 귀인 또한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경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과제흥미도의 경우

쟁에서의 성공/실패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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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유능감

지각된 유능감

[그림 3]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범위에 따른 과제수행

서도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모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해주는 것

현재로서는 가설일 뿐 추후 연구에서 밝혀

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져야 할 문제들이다.

경우 지각된 유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경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나 학급별 내신이

쟁상대의 범위가 다른 각성의 수준을 느끼

강조되고 학급동료가 서로의 경쟁상대가 되

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 경쟁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성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보다

현 교육상황을 돌이켜 볼 때, 학습자의 내

중간 정도일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재동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

있는 것으로 느낀다(Berlyne, 1960). 경쟁상대

며 실제 경쟁학습 장면에서 흥미유발을 위

의 범위에 대한 지각은 이러한 각성 수준을

한 교실 환경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통해 내재동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

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경쟁 상황

로 보여 진다. 즉 유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일지라도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경쟁을 지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지각되는 경쟁상황

각하는 시각이 다르며, 그 결과 과제에 대

(10명과의 경쟁)이 피험자로 하여금 각성상

한 흥미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태를 적정수준 만들어 줌으로서 내재동기를

따라서 지나치게 좁은 범위의 경쟁이 유능

극대화 시켜주며 반면에 유능감이 낮은 경

감이 낮은 학습자의 흥미를 앗아갈 수 있다

우에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게 지

면, 학습자의 유능감에 따라 학습환경 설계

각되는 경쟁상황(1000명과의 경쟁)이 각성수

를 달리 하여야 한다.

준에 있어서 적정수준을 갖도록 한 것으로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능감이 낮은 학

이해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경쟁률 이라고

습자의 경우 경쟁상대의 범위를 보다 광범

할지라도 학습자의 유능감 수준에 따라 경

위하게 설정하여 줌으로서 경쟁에서의 실패

쟁상대의 범위정도가 내재동기에 미치는 영

에 대한 우려나 부담감을 줄여주고 성공에

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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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통해 이 연구의
제한점을 생각해 보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수행
에서 경쟁이 일회적이었으며, 흥미를 경쟁
상황 직후 단시간에 측정하려 하였으므로
그 효과성이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경쟁상황에서의 흥미 나아가 내
재동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는, 여러 시행을 거쳐서 경쟁을 경험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흥미 패턴을 측정하는 것
이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 경쟁조건을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경쟁상황 내에서의 경
쟁상대범위만을 조작하여 비교하였기 때문
에 경쟁상황 자체와 비경쟁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따른다. 셋째, 이
연구는 특정 수준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
구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교실 장면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학습자의 발달
수준별로 경쟁상대의 범위가

흥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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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and Range of Competition on Task Interest
Sun-Young Lee․Sung-Il Kim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ange of
competition on task interest. In the experiment, the level of perceived competence of 71 undergraduates
was manipulated by the predetermined feedback through the practice session. With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 reward being equal, The range of competition for reward was either competition among
1000 students or competition among 10 students. After being assigned to one of the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they were asked to perform the critical thinking task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mpetition among 1000 students enhanced task interest for low-competence participants, where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etition among 1000 students and competition among 10 students for
high-competence participants. In addition, participants in the condition of competition among 10
students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the given task than those in the competition among 1000
students. It is concluded that a wide range of competition for low-competence learner is effective for
enhancing task interest even in competitive learning situation.

Key words: range of competition, task interest, perceived competence,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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