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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학생들의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을 예측하는 변인 탐색: 
인지적 ․ 정의적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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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Medical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
Affective and Cognitive Factors, Parental Interest, and Home 

Economic Status

Doehee Ahn, Youjoung Lee, Kwang Jin Baek1 and Sang-In Chung1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1,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identify predictors of medical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 among affective and 
cognitive factors, parental interest in children's education, and home economic status (HES). Of the 408 
medic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398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s, 
yielding a total response rate of 97.5%. 
  Methods: Measures of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test anxiet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rental interest in children's education, and HES were obtained.
  Results: Spearman's correlations indicated that an entity theory of intellige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rental interest in children's edu-
cation, and HES, and positively related to test anxiety. An incremental theory of intelligence was posi-
tively related to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rental interest in 
children's education, and HES, and negatively related to test anxiety. Findings of independent t-tests 
showed that incremental theorists showed higher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rental interest in children's education, and lower test anxiety than entity theorists.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72.9% of the medical students in the study were accu-
rately classified as either incremental theorists or entity theorists with respect to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test anxiety, and cognitive strategies.
  Conclusion: Medical educators need to be aware that medical students who have incremental beliefs 
about intelligence have higher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cognitive strategies, and lower test anxiety 
than those who have fixed beliefs about intelligence. Perhaps a training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to enhance medical student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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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생들은 구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 능력에 

해 각각 다른 믿음을 지닐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노력과 계없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

능력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데 반해, 어떤 학생은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지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일컬어 Dweck (2000)은 

지 능력에 한 신념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지 능력은 고정 이라고 믿는 지 능력의 

항상성 (entity)에 한 신념과 자신의 지 능력은 

얼마든지 변화가능하다고 믿는 지 능력의 향상가

능성 (incremental)에 한 신념으로 구분된다. 일반

으로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 장에서 배우는 내용에 을 

두기 보다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수행

이 얼마나 높게 나올 것인지에 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과제난이도가 비교  높은 도

인 과제를 회피하려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완수

하지 못한 과제에 한 평가를 받게 될 것에 해 

두려워하기도 한다 (Dweck & Leggett, 1988; Dweck, 

2000). 반면에,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

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과제난이도가 높은 경우

에도, 이를 통해 새로운 학습내용을 터득하는 데에 

궁극 인 목 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지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Chiu et al., 1997; Hong et al., 1999; Dweck, 2000). 

  이러한 지 능력에 한 신념은 학생들의 인지능

력 못지않게 이들의 학업성취에 지 한 향을 끼

치는 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Dweck, 

2002; Burns & Isbell, 2007; Trautwein & Lüdtke, 

2007). 일반 으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

라 자신의 지 능력은 변화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

를 학생들에게 달해 으로써, 이들의 시험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Burns & Isbell, 

2007). 한 지 능력에 한 신념은 자기효능감

(Young & Urdan, 1993; Bråten & Olaussen, 1998), 

학업에 한 내  가치 (Young & Urdan, 1993; 

Kasimatis et al., 1996), 인지 략 (Bråten & Olaussen, 

1998; Myer et al., 2003), 그리고 자기조 (Myer et 

al., 2003; Ommundsen, 2003; Ommundsen et al., 

2005)과도 한 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

다. 구체 으로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

이 강한 학생들은 보다 정 인 자기효능감과 학

업에 한 내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낮은 시험불

안을 보인다. 인지  특성 면에서도 지 능력에 

한 신념은 그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지 능

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이 강한 학생들은 인

지 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Bråten & Olaussen, 

1998), 이는 이들의 자기조 에도 정 인 향을 

끼친다 (Ommundsen, 2003; Ommundsen et al., 2005).  

  가정환경의 측면에서도 지 능력에 한 신념은 

그 유형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부

모의 경제  지 에 따라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데, 구체 으로 부모의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성

장한 학생들이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 (Nichols et al., 

2006). 한 가정환경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는 지 능력에 한 신념과 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는 자녀의 내 동기, 자기조   

학업성취와 한 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Stiller 

& Ryan, 1992; Ames et al., 1993; Spera, 2006). 따

라서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와 가정의 경제  수

은 학생들의 정의 ․인지  특성과 더불어 지 능

력에 한 신념과 련지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여러 연구

(Sobral, 2000; de Saintonge & Dunn, 2001; Moulaert 

et al., 2004; Sobral, 2004; Ahn et al., 2007; So, 

2008)에서는 시험불안, 내 동기, 혹은 자기효능감

과 같은 정의  특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만

을 주로 다루고 있을 뿐, 이들의 정의  특성, 가정

환경 특성이 지 능력에 한 신념과 어떠한 련

성을 보이며, 이들 특성이 의과 학생들의 지 능

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얼마나 측해주는지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Doehee Ahn, et al: Predictors of Medical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

- 221 -

Dweck (2006)에 의하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

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은 졸업 후 직장에서의 업

무 태도, 인 계는 물론 결혼 후 자녀양육에도 

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

력을 발 시키는 데에도 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Dweck의 주장을 토 로 볼 때, 의과 학생들이 지

니고 있는 자신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을 측해

주는 요인을 밝 내는 연구는 문가  자질과 인

성을 갖춘 의학 문인 양성에 주력하는 교육자들에

게 많은 교육  함의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

에 한 신념의 유형 (항상성, 향상가능성)이 이들의 

정의  특성 (내  가치,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인

지  특성 (인지 략, 자기조 ), 그리고 가정환경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경제  수 )과 어떤 

련성을 보이는지, 이들 특성이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지, 

그리고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  어떤 

변인이 이들 두 집단을 측해 주는지를 탐색하고

자 하 다.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C 학교에 재학 

인 의과 학생 408명을 연구 상으로 표집하

으며, 이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을 완 히 

끝내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398명을 최종분석 상

(회수율 97.5%)으로 하 다. 학년별로는 의학부의 

과과정 1학년이 32명 (8.1%), 2학년이 75명

(18.9%), 그리고 의학부의 본과과정 1학년이 104명

(26.3%), 2학년이 90명 (22.7%), 3학년이 95명

(24.0%)이었으며, 이들  2명 (0.5%)은 학년을 밝

히지 않았다. 한 성별로는 남학생이 275명

(69.1%), 여학생이 117명 (29.4%)이었으며, 이들  

6명 (1.5%)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최종분석 상

의 연령범 는 만 18.42세에서 34.25세이었으며, 평

균연령은 만 22.54세 (표 편차, 2.65)이었다.

2. 검사도구

1) 지 능력에 한 신념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을 측정하

기 하여 Dweck의 이론을 토 로 Ahn et al.

(2005)의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지 능력에 

한 신념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지 능력의 

‘항상성’ 요인과 ‘향상가능성’ 요인으로, 각 요인별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 요인별 신뢰

도 (Cronbach의 α)는 ‘항상성’ 요인이 .84, ‘향상가

능성’ 요인이 .83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한 반

응 양식은 리커트 (Likert)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반응하

도록 되어있다. 각 하 요인의 수가 높을수록 하

요인에 해당하는 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2) 정의  특성

  의과 학생들의 정의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Pintrich & De Groot (1990)이 개발한 동기  특성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

휘는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22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가치’ (9문항), ‘자기효능

감’ (9문항), ‘시험불안’ (4문항)의 3개의 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의 α)는 ‘내  가치’ 요인이 .84, ‘자기효능감’ 요인

이 .87, ‘시험불안’ 요인이 .79로 나타났다. 각 문항

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 (Likert)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 요인의 수가 

높을수록 하 요인에 해당하는 정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3) 인지  특성

  의과 학생들의 인지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Pintrich & De Groot (1990)이 개발한 인지  특성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

휘는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인지 략’과 

‘자기조 ’ 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문항과 각 문항간의 상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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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total correlation)이 0.2 미만인 문항들을 제외한 

17문항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그 결과, 각 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의 α)는 ‘인지 략’ 요인

(9문항)이 .73, ‘자기조 ’ 요인 (8문항)이 .63으로 나

타났다. 각 문항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 (Likert)

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 요

인의 수가 높을수록 하 요인에 해당하는 인지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4)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의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교육 심

도를 측정하기 하여 연구자가 2개 문항을 개발하

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부모 각각이 자녀의 교육

에 한 심을 얼마나 보이는지의 정도를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 .83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 (Likert)식 5  척도로 ‘매우 

낮다’의 1 부터 ‘매우 높다’의 5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자녀교육 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5) 가정의 경제  수

  의과 학생들의 가정 경제  수 (Home Econo-

mic Status: HES)을 측정하기 해 자신이 지각한 부

모의 경제 상태를 학생들에게 질문하 다. 문항에 

한 반응양식은 리커트 (Likert)식 7  척도로 ‘최

하’의 1 에서부터 ‘최상’의 7 까지 반응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  수 이 양

호한 것으로 해석하 다.

3. 연구 차

  본 연구는 2007년 3월부터 12월에 걸쳐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우리나라 학

생 수 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휘는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의과 학생들에게 연구목 에 맞게 검

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설명하 으며, 검사지를 연

구자가 직  배포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개별 으로 실시되었으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고,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자가 직  회수

하 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지 능력에 한 신념의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분석하기 해 학생들

을 상으로 지 능력에 한 신념을 다룬 몇몇 연

구 (Chiu et al., 1997; Hong et al., 1999)를 토 로,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이 높으면서 지 능

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이 낮은 학생들 (항상

성 집단)과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이 낮으

면서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이 높은 

학생들 (향상가능성 집단)만을 선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해 398명의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지

능력에 한 신념 검사 (Ahn et al., 2005)결과에 나

타난 앙치 (항상성 Mdn1=2.2; 향상가능성 Mdn2= 

3.6)를 기 으로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이 

앙치를 상회 (Mdn1≥2.2)하면서, 지 능력의 향상

가능성에 한 신념이 앙치 미만 (Mdn2<3.6)인 

학생들을 항상성 집단 (N1=122)으로 선정하 다. 그

리고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이 앙치 미

만 (Mdn1<2.2)이면서,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이 앙치를 상회 (Mdn2≥3.6)하는 학생들

을 향상가능성 집단 (N2=103)으로 선정하 다. 둘

째, 지 능력에 한 신념 검사결과를 토 로 선정

된 두 집단 (항상성 집단, 향상가능성 집단)에 속해 

있는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 정의

․인지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변인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해 Kolmogorov-Smirnov 검증을 

수행하 다. 셋째, 항상성 집단과 향상가능성 집단

에 속해 있는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

념의 항상성 요인과 향상가능성 요인이 정의 ․인

지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과 어떠한 상호 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Spearman의  Rho (rs)를 구하 다. 넷째, 지

능력에 한 신념에 따른 두 집단의 특성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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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N M SD Dd)
rs

Entity Incremental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Test anxiet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ternal interest

Maternal interest

HES

223

221

225

223

224

222

224

223

3.46

2.89

3.10

3.34

3.16

4.06

4.25

4.58

.60

.58

.75

.52

.49

.86

.80

.99

.21c)

.08b)

.11c)

.08c)

.09c)

.23c)

.25c)

.23c)

-.37c)

-.41c)

 .28c)

-.26c)

-.21b)

-.20b)

-.24b)

-.14a)

 .47c)

 .53c)

-.25b)

 .36c)

 .25c)

 .14a)

 .22b)

 .15a)

a)
p<.05, b)p<.01, c)p<.001, d)Kolmogorov-Smirnov statistical indicator.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이들 특성이 지 능력에 한 신

념의 유형을 얼마나 측해 주는지를 살펴보기 

해 지 능력의 항상성 집단을 0, 지 능력의 향상가

능성 집단을 1로 코딩하여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상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제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떤 사례가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해 주므로, 최근 들어 여러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Brace 

et al., 2005).

결    과

1.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과 정의 ․인지  

특성  부모 련 변인들 간의 상호상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과 

이들의 정의 ․인지  특성  부모 련 변인들

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Kolmogorov-Smirnov 검증결과, 이들 변인들은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08~.23, p<.01~.001). 따라서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과 정의 ․인지  특성  부모 련 

변인들에 한 상호상 을 분석하기 해 Spearman

의 Rho (rs)를 수행하 다. 그 결과 (Table 1), 지 능

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은 시험불안과 정  상

을 보인데 (r=.28, p<.001) 반해, 다른 정의 ․인지

 특성 변인들과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그리고 

가정의 경제  수 과는 유의미한 부  상

(r=-.14~-.41, p<.05~.001)을 보 다. 상 계수비

교분석 (Comparison of correlation coefficients)결과,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은 내  가치와 인

지 략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자기효능감과 

가장 높은 부 상 (r=-.41, p<.001)을 보 다.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은 정의 ․ 

인지  특성 변인들과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그리

고 가정의 경제  수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 을 

보 는데, 그  시험불안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r=-.25, p<.01). 반면에 지 능력의 향상

가능성에 한 신념은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r=.53, p<.001), 내  가치 (r=.47, 

p<.001)와 인지 략 (r=.36, p<.001)과도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그 외에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

에 한 신념은 자기조 ,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과도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r=.14~.25, p<.05~.001). 상 계수비교분석 

결과,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은 내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자기효능감과 가

장 높은 정  상 (r=.53, p<.001)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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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Variables between Incremental and Entity Students

Variables

Group

tEntity Incremental

N M SD N M SD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Test anxiet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ternal interest

Maternal interest

HES

121

119

122

121

122

120

121

121

3.26

2.67

3.25

3.18

3.05

3.93

4.10

4.48

.56

.51

.73

.53

.46

.91

.85

.97

102

102

103

102

102

102

103

102

3.70

3.15

2.92

3.51

3.29

4.23

4.42

4.70

.55

.56

.75

.46

.49

.77

.71

 1.00

-5.90b)

-6.73b)

 3.30a)

-4.96b)

-3.67b)

-2.63a)

-3.01a)

-1.64

a)p<.001, b)p<.01.

2.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

  의과 학생들이 정의 ․인지  특성, 부모의 자

녀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에 한 두 집

단 (항상성 집단, 향상가능성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

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는 가정의 경제  수 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

체 으로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을 지

니고 있는 향상가능성 집단은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항상성 집단에 비해 학업

에 한 내  가치 (t[221]=-5.90, p<.001), 자기효

능감 (t[219]=-6.73, p<.001), 인지 략 (t[221]=-4.96, 

p<.001)  자기조 (t[222]=-3.67, p<.001)을 보

다 정 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 모두 자녀교육에 

한 심도 (부:t[220]=-2.63, p<.01, 모:t[222]= 

-3.01, p<.0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향상가능성 집단은 항상성 집단에 비해 낮은 시험불

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3]=3.30, p<.01).

3.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집단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 (항상성 집단, 향상가능성 집단)의 정

의 ․인지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가정

의 경제  수 에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  수 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Table 2). 따라서 두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7개 변인들을 측변인

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지 능력에 한 신

념의 유형을 얼마나 측해 주는지를 살펴보기 

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Cox와 Snell R
2=.275, Nagelkerke R2=.368로 나타났

다. 즉, 본 회귀모델이 종속변인 (지 능력의 항상

성․향상가능성) 변량의 27.5%와 36.8%사이를 설

명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Hosmer와 Leme-

show 검증결과, χ2(8)=12.242, p>.05로 나타나 본 

회귀 모델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개 변인

들을 사용한 모델이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

을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72.9%이며,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을 지닌 학생들을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78.3%, 그리고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

에 한 신념을 지닌 학생들을 정확하게 측할 확

률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으로 인해, Wald 검증결과 이들 변

인들  내  가치,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인지 략 

만이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유의미하게 

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승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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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7 Predictors

Predictors β S.E. Wald OR 95% CI 

Intrinsic value

Self-efficacy

Test anxiety

Cognitive strategies

Self-regulation

Paternal interest

Maternal interest

  .90

  1.24

 -.64

 1.20

-1.06

   .50

  .16

.43

.41

.25

.51

.54

.30

.32

4.68a)

9.20b)

6.50a)

5.63a)

3.91

2.87

 .27

2.46

3.45

 .53

3.33

 .35

1.66

1.18

1.07

1.55

.32

1.23

.12

.92

.63

-

-

-

-

-

-

-

5.65

7.69

.86

9.00

.99

2.96

2.19

a)p<.05, b)p<.01

(odds ratio, OR)를 통해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

형을 살펴본 결과,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을 측할 확률이 내  가치는 2.46배, 자기효능

감은 3.45배, 인지 략은 3.33배 증가하는 반면에 시

험불안은 .53배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에 한 내  가치를 보다 많이 부여하고, 자기효능

감이 높으며, 인지 략을 많이 사용하고, 반면에 시

험불안이 낮을수록,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을 지닌 학생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하겠다.

고    찰

  본 연구에 나타난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 (항상성, 향상가능성)과 정의  특

성 (내  가치,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인지  특성

(인지 략, 자기조 ), 그리고 가정환경 특성 (부모

의 자녀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간의 상호

상 ,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이들 특성의 차이  지 능력에 한 신념을 측

하는 변인들을 심으로 한 논의와 본 연구의 제한

 그리고 추후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과 정의 ․인지  

특성  가정환경 특성간의 상호상  

  본 연구에서는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과 정의 ․인지  특

성, 그리고 가정환경 특성간의 상호상 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은 내  

가치, 자기효능감, 인지 략, 자기조 , 부모의 자녀

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으며, 시험불안과는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반면에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은 내  가치, 자기효능감, 인지 략, 자기조

,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가정의 경제  수

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시험불안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

(Young & Urdan, 1993; Bråten & Olaussen, 1998; 

Tabernaero & Wood, 1999; Nichols et al., 2006)결

과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의과 학생들이 자신의 

지 능력에 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

부가 이들의 학업에 한 내  가치, 자기효능감, 시

험불안, 인지 략  자기조 과 한 련을 맺

고 있다 하겠다. 

  한 부모가 이들의 학업에 해 보이는 심도

가 지 능력에 한 신념과 한 련을 맺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즉, 의과 

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들의 학업에 해 보이

는 심도가 낮을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지 능력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형성하게 될 가능

성이 더 높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지 능력의 향상

가능성에 한 신념은 부모가 보이는 학업에 한 

심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즉,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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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한 부모의 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지 능력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  수  한 지 능

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 으로 보다 풍

요로운 가정에서 성장한 의과 학생들이 자신의 

지 능력은 향상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과 

학생들의 가정경제 수 이 이들의 학업성취와 

한 정 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Fadam et al.

(1995)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재정  자원

의 요성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집단간 특

성 비교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 (항상성 집단, 향상가능성 집단)의 정

의 ․인지  특성  가정환경 특성을 비교하기

해, 지 능력에 한 신념검사 (Ahn et al., 2005) 결

과에 나타난 앙치를 기 으로 항상성 집단과 향

상가능성 집단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처럼 앙

치를 기 으로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구

분한 경우는 수학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상으

로 한 Burns & Isbell (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향상가능성 집단이 항상성 집단에 비

해 학업에 한 내  가치와 자기효능감을 보다 높

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몇몇 선행연구 (Kasi-

matis et al., 1996; Bråten & Olaussen, 1998; 

Tabernaero & Wood, 1999) 결과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을 지니

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한 내  가치와 자기효

능감을 보다 정 으로 지니고 있음이 재확인되었

다 하겠다. 시험불안의 경우에도, 향상가능성 집단

이 항상성 집단에 비해 비교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자신이 노력을 얼마나 많이 기울이느냐에 따라 

지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달받

은 학생들의 시험불안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Burns 

& Isbell (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인지  특성의 경우에도, 향상가능성 집단은 항상

성 집단에 비해 인지 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한 Bråten & Olaussen (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지 능력은 노력을 

기울이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자신의 

지 능력은 늘 고정 이라고 믿는 학생들에 비해 

인지 략을 보다 많이 사용한다 하겠다. 인지 략과 

더불어 향상가능성 집단은 항상성 집단에 비해 자

기조 을 보다 정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지 능력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고 하는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이 학

생들로 하여  자기조 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해

다고 하는 몇몇 연구결과 (Ommundsen, 2003; 

Ommundsen et al., 2005)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향상가능성 집단은 

항상성 집단에 비해 부모가 자신의 학업에 해 높

은 심도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 부모의 자녀교육

에 한 심도는 학생들의 내 동기 (Ames et al., 

1993), 자기조 (Stiller & Ryan, 1992)  학업성취

(Spera, 2006)와 유의미한 정  련을 맺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 진 바 있다. 그러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

에 한 심도의 차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추후연구를 통해 재확인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을 

측하는 변인 탐색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에 따른 두 집단 (항

상성, 향상가능성)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난 내  가치,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인지

략, 자기조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변인이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얼마나 측해 주는



Doehee Ahn, et al: Predictors of Medical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

- 227 -

지를 탐색하기 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

하 다. 그 결과, 이들 하 요인들  자기조   

부모의 자녀교육 심도 변인은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유의미하게 측해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   가치, 자기효능감, 시

험불안  인지 략 변인은 지 능력에 한 신념

의 유형을 유의미하게 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학업에 한 내  가치와 자기효능감이 

보다 정 이고 인지 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시험불안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지 능력은 향상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하겠다. 

반면에, 학업에 한 내  가치, 자기효능감이 덜 

정 이고 인지 략을 덜 사용하며,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지 능력은 늘 고정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지 능력의 항상성에 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

생들이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Bråten & Strømsø, 

2005), 불안도가 높은 것 (Ommundsen, 2001)으로 

보고된 몇몇 선행 연구결과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의과 학생들로 하

여  학업에 한 내  가치와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지 략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와 더불어 이들

의 시험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지 능력은 향상될 수 있

다고 하는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4. 연구의 제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특정 의과 학만을 표집하여 이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측해주는 변인들을 탐색하 다. 

그러나 특정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일 성 여부를 확

인하기 해, 국단 로 유층표집을 하여 본 연구를 

다시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의 ․인지  특성 그리고 가정환경 특

성에 국한하여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측해주는 변인들을 탐색하 다. 그

러나 지 능력에 한 신념은 학교환경 특성에 의

해서도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는 Ahn & Yoo (2008)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학교환경이 가정환경과 학생들의 정의 ․인지  

특성에 비해 지 능력에 한 신념의 유형을 상

으로 얼마나 측해주는지를 알아보기 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 능력면에

서 의과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뛰어나

므로, 이들의 미래 성공여부를 인지능력만으로 가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

업성취 향상은 물론 미래의 성공여부에 상당한 

향을 주는 것 (Dweck, 2002, 2006; Burns & Isbell, 

2007; Trautwein & Lüdtke, 2007)으로 보고된 바 있

는 지 능력에 한 신념을 의과 학생들을 상

으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향후 성공여부

를 측해주는 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의과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지 능력은 향상가능하다고 하는 믿

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해, 이들의 학업

에 한 내  가치, 자기효능감  인지 략 사용을 

증진하고, 시험불안을 완화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의과 

학생들의 지 능력의 향상가능성에 한 신념을 

증진시키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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