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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습전략에 대한 최근 학위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전략의 효과에 대한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학습전략의 전반적인 효과크기

및 학습전략의 유형별 효과크기의 차이를 알아보고, 2 ) 학습전략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3) 학교급별 학

습전략의 효과크기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학습전략의 유형 중에서는 상위인지전략이 가장 효과가

높았고, 종속변인에 있어서는 학업성취와 인지능력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

교급별 학습전략의 효과크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과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아동에 대해 실시되는 학습전략의 유형 및 종속변인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연구결

과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학습전략,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자기조절 학습전략, 통합전략, 효과크기, 메타분석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 학습문제는 성적이나 평가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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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자아개념, 대인관계의 발달, 가족과의 관계, 인지 및 정서적 영역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가 진로결정의 가장 중

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학습문제의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

(김동일, 1998; 김창대 외, 1994)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학습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학습문제에 대한 교육 및 심리학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70년대 인

지심리학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의 발생

요인으로 인지 및 초인지 전략의 결함, 즉 학습전략의 결함(Swanson, 1989; Short &

Weissberg-Benchell, 1989)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Short & Weissberg-Benchell(1989)은 학습능력

이 미숙한 혹은 부족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 즉, 인지적 결함, 상위인지적 결함, 소

극적인 학습 동기 등을 보인다고 하였다. 첫째, 인지적 결함은 중요한 학습과제에서 집중하기가

어렵고 주의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주의집중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다. 이로 인해 적절한 자원할당을 하지 못하여 정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Swanson, 1994). 둘째, 상위인지적 측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학습활동에서 소극적이고 비계획

적이며, 효율적인 학업수행에 필요한 전략이 부족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Montague, 1992). 셋째, 학습 동기가 부족할 경우, 자기개념이나 자기 효능감이 낮고, 자신의

능력을 부정확하게 지각하며, 실패를 능력부족에 귀인시키는 경향을 보인다(Borkowski,

Weyhing, & Carr, 1988; Chapman, 1988).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Brown. 1978, 1980; Brown, Campione. & Day, 1981; Flavell, 1979;

Fravell & Wellman, 1977)는 학습문제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한가지로 볼 수 있다. 학습전략이란, 효율적인 학습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

억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여러 종류의 기능, 능력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김계현, 2000).

보다 구체적으로, 문선모(1994)는 학습전략에 주의집중 전략, 시연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화전

략, 정의적 전략, 상위인지 전략 등이 있다고 보았고, Derry & Murphy(1986)는 Dansereau

(1978, 85), Jones(1983, 85), Stagner(1982)이 제시한 학습전략의 유형을 모아, 기억전략(항목, 어

휘), 읽기전략(특정유형교재), 문제해결기능(산수영역), 정의적 지원전략(모든 영역 기본 기능 학

습) 등으로 분류하였다.

Mckeachie 등(1986)은 학습전략유형을 인지적 학습전략, 상위인지적 학습전략 그리고 자원관

리전략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인지적 전략에는 시연전략, 정교화전략, 조직화전략 등 학습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전략과 관련된 전략이 포함하고, 상위인지 전략에는 계획하기, 조절하기

등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전략이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기자원관리전

략은 시간관리, 공부환경관리, 노력관리 및 타인의 조력추구 등 시간, 환경, 에너지 등의 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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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들 전략을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실시하거나(김경화,

2001; 김송희, 2001; 박춘식, 2001; 권태순, 1998 등), 자기조절능력에 초점을 두고 14가지 학습전

략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의 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연구들(안경애, 2000; 김윤경, 1999; 이명자, 1997 등)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습전략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을까?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실험집단에 대한 학습전략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Zimmerman &

Martinez-Pons, 1988; Gajria & Salvia, 1992; Schunk & Gunn, 1986)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습

전략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메타분석 방법은 특정 영역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다. 메타분석이란 많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수량적인 접근 방법으

로서, 개별의 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

이다. 즉,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통계적 분석 결과

들을 분석하는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다(Glass, 1981).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메타분

석을 실시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Multon 등(1991)은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해

메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양한 피험자와 여러 연구설계 그리고 평가방법 등에서

전반적으로 학업수행 및 학업지속력과 자아효능감 신념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홍명희(1990)는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종합, 정리하기 위해 기

존의 경험연구75편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Swanson 등(1998)은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처치연구 180개를 종합하여 교수영역, 피험자 특성, 처치변인, 방법적 처치과

정, 사례의 특성 등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이대식(1998)은 미국에서 1971년부터 1998년

까지 약 30년 동안 학습장애아들의 대상으로 발표된 수학교육 방법효과에 대한 논문을 종합분

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한 논문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사용한 최근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학습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급(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는 학업수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활

용도를 높이고,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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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전략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고, 학습전략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2) 학습전략 종속변인의 효과크기를 알아본다.

3) 학교급별 학습전략의 효과크기를 알아본다.

4) 학업성취수준별 학습전략 효과크기를 알아본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국회도서관(http :/ / www.nanet.go.kr/ ) 및 국립중앙

도서관(http :/ / www .nl.go.kr)에서 학습전략으로 검색된 110개, 상위인지 전략 , 상위인지 전

략 등의 검색어 8개 등, 총 118개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일차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118

개의 논문 중 학습전략의 효과검증과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활용방안 에 관한 논문, 학습전략

과 다른 변인의 상관연구, 학습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특정대상집단간의 비교연구, 특성에 따

른 학습전략 차이 연구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통제집단이 없거나, 종속변인이 학습이나 심리내

적인 것과 관련 없는 것, 질적 연구 등은 제외되었다.

검토대상 연구물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연구(experimental)나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설계를 이용했으며, 통제집단을

설정한 경험적 연구설계 논문.

② 독립변인은 학습전략이며, 종속변인은 학업성취도나 그와 관련된 심리내적 변인으로 하는

논문.

③ 효과크기(effect size)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치들(평균, 표준편차, t, F 등)이 제시되어 있

는 논문.

2. 자료의 코딩

자료의 코딩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① 논문에 대한 기본정보 (저자, 출판년도, 학위 논문명, 출판 대학)

② 표집 대상의 특징 (학교급-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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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습부진, 학습장애)

③ 학습전략의 유형(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 복합전략-자기조절훈련프로그램

을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한 복합적 전략, 자기조절훈련프로그램)

④ 측정도구

⑤ 학습전략의 종속변인(학업성취, 인지능력, 학습전략의 사용, 정의적 능력)

⑥ 사전, 사후 실험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t값, F값, 유의도 수준(p값)

대부분의 항목들은 코딩자료가 매우 분명하였으나, 학습전략의 유형과 학습전략의 종속변인

에 대한 분류는 코더들간의 논의가 필요하였다. 학습전략 유형은 Mckeachie 등(1986)의 학습전

략유형을 사용하여 인지적 학습전략 , 상위인지적 학습전략 , 자원관리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논문에서 두 가지 유형 이상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의

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살펴,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의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자기조절 학습전략으로 분류하고, 자기조절학습이 아니면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전략 유형(예를 들면, 인지전략과 상위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과 자원관리

전략, 인지전략·상위인지전략·자원관리전략 등)을 사용한 경우는 통합전략 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전략의 종속변인은 각 논문에서 학습전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를 중

심으로 분류하였다. 즉 학업성취도 검사를 사용한 경우는 학업 성취로, 독해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지능력으로, 학

습전략사용검사와 같이 학습전략의 사용정도를 측정한 검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학습전략의 사

용 으로,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능력을 재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

는 정의적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전략과 학습전략의 종속변인의 코딩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생 두 명이 함께 실

시하였으며, 평정자간 합치도는 81.63% 였다. 평정자간에 일치가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

후 논의를 통하여 함께 조정하였다.

3. 효과 크기 계산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계산을 위해서 Cohen의 효과크기(Effect size, Cohen d)(Cooper

& Hedges, 1994; Hedges & Olkin, 1985)를 사용하였다. Cohen의 효과크기는 다음의 공식과 같

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점수 차이를 평균화된 표준편차로 나누어 도출한다.

Cohen(1988)은 효과크기(ES)가 .2 정도이면 비교적 적은 것으로, .5 정도이면 중간크기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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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그리고 .8 이상이면 매우 큰 크기의 효과라고 본다(김계현, 2000)

E S ( Cohen ' d) =
X e - X c

S p

( X e : 사후 실험집단의 평균, X c : 사후 통제집단의 평균)

S 2
p =

(N e - 1)S 2
e + ( N c - 1)S 2

c

N e + N c - 2

( N e : 각 실험집단의 수 , N c : 각 통제집단의 수, S e 2 : 사후 실험집단의 분산, S c 2

: 사후 통제집단의 분산)

4. 이상치(out l i er ) 처리

전체 집단의 효과크기의 분포에서 정상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이상치(outlier)는 학습전략 효

과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해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이

상치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Turkey의 'hinge'를 선택하였다. Turkey의 'hinge'는 효과크기의 백

분율 25%와 75%사이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hinge'에서 상하로 1.5배에 해당되는 점을 지

나 분포하게 되는 모든 수치를 이상치로 규정하였다. 이상치 처리법으로는 Winsorizing 방법

(Dixson & Massey, 1969)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이상치를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hinge 위

쪽으로는 가장 작은 값을, hinge 아래쪽으로는 가장 큰 값으로 모든 이상치를 대체하는 방법이

다. 만일 효과크기 1.75이상이면 이상치로 규정된다고 했을 때, 1.79나 2.1등의 효과크기는 모두

1.75로 대체하여 이상치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1.79, 1.95, 2.12. 2.41 등 모두 4개

의 이상치를 1.75로 대체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특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논문은 모두 44편이었으며, 이로부터 산출된 효과크

기의 사례 수는 총 224개였다. <부록 1>에 의하면 각 논문의 연구자, 졸업년도, 논문명, 학습전

략의 유형(독립변인), 적용영역(종속변인), 각 논문별 ES의 수, 학교급, 참여대상자의 학업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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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시되어있다.

선정된 논문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31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8편,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

문 1편 등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전체 논문의 70.5%를 차지하였다. 학업수준

별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8편,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 학습장

애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 등으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86.4%였다.

한편 학습전략의 유형별로는 인지전략 을 사용한 논문은 12편, 상위인지전략 을 사용한

논문은 11편, 자기조절훈련프로그램이 아닌 통합전략 을 사용한 논문은 12편, 자기조절학습

전략 을 사용한 논문은 9편이었다. 자원관리전략만을 사용한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보다 구

체적으로 인지전략 으로 분류된 논문에서 사용된 프로그램들로는 다각적 발상기법, 스키마

활성화 학습전략, 핵심어법 학습전략, 개념도 학습전략, 중심내용 파악 전략, 독서전략

(SQ3R), 중심생각 찾기 전략, 연쇄화 학습전략 등 학습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관련된

전략들이었다. 상위인지전략 으로 분류된 전략들은 메타인지 훈련, 상위인지 전략, 상위인지

수업전략, 메타인지 양식 등으로 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볼 수 있

는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조절학습전략 으로 구분한 훈련프로그램은 Zimmerm an

과 Martinez-Pons(1986)가 개발한 것으로 조직의 변환, 시연과 기억, 목표설정과 계획, 자기

효능감 등이 포함되고, 자기평가, 자기강화, 기록유지와 자기 점검 전략, 정보탐색과 공책, 교

과서 및 시험지 복습 그리고 교사 동료, 성인에게 도움 구하기, 환경 구조화 등 14가지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외 복합전략은 자기조절학습전략처럼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이 함께 구성되어있다.

학습전략의 적용영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논문별로 학습전략의 적용

영역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학업성취(20.5%)와 인지능력(18.2%)이었으며, 학습전략의

사용증가와 정의적 능력은 단독변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대개 학업성취 또는 인지능력과 함

께 살펴보는 경향이 높았다. 학업성취와 학습전략의 사용을 같이 종속변인으로 본 논문의 편

수는 전체 13.6%, 전반적인 인지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함께 본 논문은 전체의 15.9%였으며,

학업성취와 인지능력 그리고 정의적 능력을 함께 본 논문도 전체의 9.1%였다.

<표 1> 적용영역별 논문 수

적용영역 1 2 3 4 1, 2 1, 3 1,4 2,3 2,4 3,4 1, 2,3 1, 2,4 1,3, 4 2,3, 4 합계

논문수 9 8 2 1 1 6 2 0 7 1 1 4 0 2 44

백분율 20. 5 18.2 4. 5 2.3 2. 3 13.6 4. 5 0.0 15. 9 2.3 2. 3 9. 1 0 4. 5 100

1: 학업성취, 2 :인지능력 3:학습전략사용 4:정의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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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전략의 유형별 효과크기

<표 2>와 같이 학습전략의 평균 효과크기는 .53이었다. 이는 이상치를 교정하기 전 효과크기

.54보다 다소 작아진 값이다. 이는 학습전략훈련을 받은 집단의 중앙치가 학습전략을 받지 않은

집단의 약 70백분위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학습전략 훈련을 받게 되면, 학습

전략을 받은 학생의 70%는 그 평균값이 50에서 70으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학습전략훈련이 효

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학습전략의 유형별로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하여보면, 상위인지전략은 .71로, 인지전략은 .61로

효과크기가 비교적 높았으며, 자기조절 학습전략은 .54과 통합전략은 .37로 효과크기가 중간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전략별 효과 크기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 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인지전략 29 .61 .46

상위인지전략 56 . 71 .49

자기조절학습전략

통합전략

59
80

. 54

.37
.40
.44

합계 224 . 53 .46

이를 박스플롯으로 나타낸 [그림 1]을 보면,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그리고 자기조절학습 전략은

평균보다 높은 효과크기가 더 많고, 복합전략은 평균치 이하의 효과크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전략별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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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적용영역별 효과크기의 평균은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학습전략 훈련은 학업성취

(.63)와 인지능력(.67)으로 비교적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학습전략 사용(.40)과 정의적 능력(.39)

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

<표 3> 종속변인의 효과 크기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 효과 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학업성취 60 .63 . 47

인지능력 59 .67 . 39

학습전략사용 67 .40 . 41

정의적 능력 38 .39 . 53

합계 224 . 53 . 46

4. 학습전략 유형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표 4>는 학습전략의 유형별 효과크기를 종속변인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인지전략은 학

업성취(.92)와 정의적 능력(.81)에서 큰 크기의 효과를 보였으며, 인지능력(.53)과 학습전략사

용(.50)에서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이중 학업성취와 정의적 능력의 효과

크기는 사례 수 4개와 3개에서 얻어진 수치여서 통계치로서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전략이 학업성취와 정의적 능력에 특별히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표 4>에 의하면, 상위인지전략은 학업성취(.73), 인지능력(.83), 학습전략사용(.73) 등

에서 전반적으로 큰 효과를 보여주었고, 정의적 능력(.40) 향상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통합전략은 학업성취(.78)에서는 큰 효과크기를, 인지능력(.55)에서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그리고 학습전략의 사용(.25)과 정의적 능력(.16)에서는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은 인지능력(.78)과 학습전략의 사용(.81)에서는 큰 효과크기

를, 학업성취(.37)와 정의적 능력(.41)에서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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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별 효과크기

1) 학교급별 학습전략유형의 효과크기

학교급에 따라 학습전략의 효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평균효과크기가 .63과 .61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38로 중간크

기의 효과를, 그리고 고등학생은 .26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중 고등학생

의 경우는 효과크기의 사례수가 7개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1편을 통해 얻은 수치

여서 통계치로서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전략이 고등학생에게 특별히

효과가 적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인지전략(.75)과 상위인지전략(.67)은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를 그리고 통합전략(.48)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표 4> 학습전략의 유형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학습전략 종속변인 효과크기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인지전략

학업성취 4 .92 . 55

인지능력 21 . 53 .44

학습전략사용 1 . 50 .00

정의적 능력 3 .81 . 58

소계 29 .61 .46

상위인지전략

학업성취 21 . 73 . 54

인지능력 21 .83 .32

학습전략사용 3 . 73 .38

정의적 능력 11 .40 .60

소계 56 . 71 .49

통합전략

학업성취 14 . 78 . 50

인지능력 9 . 55 .28

학습전략사용 49 .25 .35

정의적 능력 8 . 16 . 51

소계 80 .37 .44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업성취 21 .37 .23

인지능력 8 . 78 .38

학습전략사용 14 .82 .29

정의적 능력 16 .41 .48

소계 59 . 54 .39

합계 224 . 5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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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위인지전략(.88)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인지전략(.67)과 자기조절학습전략(.61)도 비교

적 큰 효과가 있었으나 통합전략(.41)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중학생은 인지전략(1.10)

에서 가장 큰 효과를, 상위인지전략(.37)과 자기조절학습전략(.44)에서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그리고 통합전략(.27)에서는 비교적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이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각

전략별 평균효과크기와 중학생의 인지전략의 효과크기는 사례수가 작아 통계치를 그대로 적용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2) 학교급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표 6>은 학교급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능

력(.74)과 학습전략의 사용(.59)에서 비교적 큰 효과크기를, 학업성취(.42)와 정의적 능력에서는

(.49)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수가 적어 이를 안정된 통계수

치로 보기는 어렵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업성취(.83)와 인지능력(.70) 향상에 학습전략이

비교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적 능력의 향상(.51)과 학습전략사용(.39)에는 중

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인지능력의 향상(.83)에는 학습전략의 효과가 비교적 크고, 학업성취(.39)와

<표 5> 학교급별 효과크기

학교급 학습전략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초등학교 저학년

인지전략 4 . 75 . 47

상위인지전략 8 . 67 . 38

통합전략 5 . 48 . 35

소계 17 . 63 . 38

초등학교 고학년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자기조절학습전략

통합전략

16
32
35
48

. 67

. 88

. 61

. 41

. 50

. 46

. 45

. 43

소계 131 . 61 . 48

중학교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자기조절학습전략

통합전략

2
16
27
24

1. 10
. 37
. 27
. 44

. 39

. 42

. 47

. 27

소계 69 . 38 . 42

고등학교
인지전략 7 . 26 . 09

소계 7 . 26 . 09

합계 224 . 53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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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의 사용(.35)에는 중간정도 그리고 정의적 능력(.17)의 향상에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인지능력과 정의적 능력은 사례수가 적어 결과를 안정된 통계치로 보기 어렵다.

고등학생의 경우 인지능력의 향상에 .26정도의 비교적 낮은 효과를 보였으나 역시 사례수가 적

어 통계치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6> 학교급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학업수준 종속변인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 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초등학교 저학년

학업성취 1 .42 .

인지능력 7 . 74 .35

학습전략사용 7 .60 .38

정의적 능력 2 .49 . 74

소계 17 .63 .38

초등학교 고학년

학업성취 32 .83 .46

인지능력 37 . 70 .38

학습전략사용 35 .39 .46

정의적 능력 27 . 51 . 52

소계 131 .61 .48

중학교

학업성취 27 .39 .39

인지능력 8 .83 .40

학습전략사용 25 .35 .33

정의적능력 9 . 17 .37

소계 69 .38 .42

고등학교
인지능력 7 .26 .09

소계 7 .26 .09

합계 224 . 53 .46

6. 학업성취수준별 효과크기

1) 학업성취수준별 학습전략의 효과크기

<표 7>은 연구의 대상이 일반학생인가 또는 학습부진, 학생장애학생인가에 따라 학습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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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수준에 따라 학습전략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반학생에 대한 학습

전략의 효과크기는 .53으로 중간정도였으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84로 효과가 큰 것으로,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44로 효과크기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학생들에게는 상위인지전략의 효과(.71)가 가장 높고, 학습부진학생에게는 인지전략(1.04)의

효과,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에게는 상위인지전략(.70)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학습부진학생 및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는 사례수가 작아 그 결과가 통계

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2) 학업성취수준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표 8>은 학업수준에 따라 적용 영역별 효과 크기를 살펴본 것이다. 일반학생들은 학업성취

(.58)와 인지능력(.66)의 향상에는 학습전략이 비교적 효과가 큰 편이었으며, 학습전략의 사용

(.41)과 정의적 능력(.44)에는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진 학생들은 학업성취(.99)와 정의적 능력(.81) 그리고 학습전략의 사용(.57) 등 전반적

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학습장애 학생들은 인지능력(.78)에서는 높은 효과가 있고, 학업성취

(.41)에서는 중간정도의 효과를 그리고 학습전략사용(.26)과 정의적 능력(.19)에서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부진 학생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효과크기는 사례수가 모두 작기

때문에 이에서 얻은 통계치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학업성취수준별 학습전략 유형의 효과크기

학업수준 학습전략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 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일반학생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자기조절학습전략

통합전략

24
49
49
64

. 52

. 71

. 57

.36

.41

. 50

.42

.40

소계 186 . 53 .45

학습부진
인지전략 5 1.04 . 53

자기조절학습전략 4 . 58 .09

소계 9 .84 .45

학습장애
상위인지전략

자기조절학습전략

통합전략

7
6

16

. 70

.28

.39

.38

. 18

. 59

소계 29 .44 . 50

합계 224 . 5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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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에 대한 최근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 분석을 위해 메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논문은

모두 44편이었으며, 이에서 산출된 효과크기의 수는 총 224개였다.

학습 전략의 평균 효과크기는 .53으로, 이는 학습전략훈련을 받은 집단의 중앙치가 학습전략

을 받지 않은 집단의 약 70퍼센타일에 해당하였다. 이는 학습전략 훈련을 받은 학생의 70%는

그 평균값이 50에서 70으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학습전략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이다. 학습전략의 유형별 효과크기는 상위인지전략(.71)과 인지전략(.61)은 비교적 큰 효과크기

를 보였고, 자기조절학습전략(.54)과 통합전략(.37)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 상대적인 차

이가 있었다. 적용영역별로는 학업성취(.63)와 인지능력(.67)에 대한 학습전략의 효과가 학습전

략 사용(.40)과 정의적 능력(.39)에 대한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 및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효과

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전략의 유형과 종속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효과크기의 비교적 안

<표 8> 학업성취 수준별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학업성취수준 종속변인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 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

일반학생

학업성취 51 . 58 . 46

인지능력 53 . 66 . 39

학습전략사용 59 . 41 . 41

정의적 능력 23 . 44 . 57

소계 186 . 53 . 46

학습부진

학업성취 4 . 99 . 17

학습전략사용 2 . 57 . 10

정의적 능력 3 . 81 . 58

소계 9 . 84 . 53

학습장애

학업성취 5 . 41 . 09

인지능력 6 . 78 . 37

학습전략사용 6 . 26 . 41

정의적능력 12 . 19 . 41

소계 29 . 44 . 50

합계 224 . 53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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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확보된 경우를 중심으로), 인지전략은 인지능력(.53)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

주었으나 다른 종속변인에 대해서는 사례수가 적어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비해 상

위인지전략은 학업성취(.73), 인지능력(.83), 정의적 능력(.40) 등 전반적인 적용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통합전략은 적용영역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비교적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통합전략은 학업성취(.78)에서는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학습전략의 사용(.25)에서는 낮은 효과크기를 보였고, 이와 달리 자기조절학습전략은 학습전략

사용(.82)에서는 매우 큰 효과크기를, 학업성취(.37)에서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

이중 특히 학습전략의 사용에 대해서 통합전략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어떤 전략의 효용성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이나 그 전략하나의 연습만으로는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나동진, 1999). 전략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 전략을 다른 전략과 비교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등 나름대로 그 전략의 효용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자기조절학습전략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일반적인 통합전략

에 비해 더 많이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는 오히

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종속변인이 학습전략을 실시한 바로 직후에 측

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보면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할 경우 그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평균효과크기가 .63과 .61로 비교적 큰 것으로,

중학생은 .38로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고, 고등학생은 .26으로 비교적 효과크기가 낮았다. 이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례수가 작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안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

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을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중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학습전략의 유

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해볼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습전략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이하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에 대한 학습전략의 효과크기를 적용영역별로 살펴보

면, 학업성취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그 효과크기가 감소하고, 학습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전략의 효과가 감소하며 특히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현저하게 감

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급이 올라갈수

록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습전략 외에 많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수학

습의 결손이나 학습동기 등의 정서적인 요인 등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학습전략의 습득만으로 학업성취를 가져올 수 있



86 아시아교육연구 3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에게

누적적 결손으로 인한 부진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학습부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

면,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장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변화를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셋

째,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전략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만큼 속도가 느리고, 그 영향력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결과는 학습전략의 교수

및 습득은 조기에 실시하면 그만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

기를 초등학교 저학년정도까지 낮출 필요가 있는지 혹은 고학년정도가 적당한지는 초등학교 저

학년의 사례수가 부족하여 비교하기가 어렵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31

편이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8편으로 차이가 많은 편이어서, 통계수치의 안정성에 대

해 추가적인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학습부진학생과 학습장애학생의 사례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학습부진학생과 학습장

애학생을 제외하고 일반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습전략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살펴볼

수 있다. 일반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습전략의 유형별 효과는 상위인지전략(.71)의 효과

와 인지전략(.52)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더 작아지고, 종속변인에 대해서는 학업성

취(.58)에 대한 효과 크기 역시도 더 간격이 작아진다. 이를 통해 역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학습부진 혹은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전략의 유형으로는 인지전

략, 종속변인으로는 학업성취에 있어서 학습전략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습

전략은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위인지전략은 학업성취 및 인지능력 등 전

반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전략도 학습전략의 사용의

증가를 가져와 보다 장기적인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습전략 훈련

을 비교적 학령 초기인 초등학교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일반학생의 경우 상위인지전략을 통한 인지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학습전략의 훈련

을 받는 경우가 비교적 높은데 비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경우 인지전략을 통한 학업

성취를 위해 학습전략 훈련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논

문은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학위논문 외에도 각종 학회지를 통해 출판이 되

었거나 비간행 논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같은 논문

에서 여러 개의 효과크기를 중복하여 얻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교정작업 없었다.

셋째, 효과크기에 대해 각 연구의 샘플 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넷째, 효과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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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량성에 대한 검증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제한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

로 보완·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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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 대상 논문

연구자

(연도 )
논문명

학습전략

유형
종속변인 ES수 학년

학업

성취수준

권태순

(1998)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 사용
24

중학교

2, 3학년
일반

김경화

(2001)
자기조정학습전략 훈련의 효과 분석. 경성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 사용
26

초등학교

6학년
일반

김명숙

(2000)

다각적인 발상기법을 적용한 학습전략이 창의성 개

발에 미치는 효과.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4
초등학교

3학년

일반

김송희

(2001)

외국어 학습 전략 훈련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 사용
5

초등학교

3학년
일반

김애경

(1996)

메타인지 훈련이 귀인양식, 자기효능감 및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상위인지

전략

학업 성취

인지 능력

정의적 능력

8
초등학교

5학년
일반

김윤경

(1999)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충동성 및 문제해

결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인지능력

학습전략사용

정의적능력

3
초등학교

4학년
일반

김지은

(2000)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학습동기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업성취

정의적 능력
4

초등학교

5학년
일반

김지선

(2000)
중학교 전자기 수업에서 초인지 전략의 활용.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능력 5

중학교

2학년
일반

나순옥

(1997)
Schema 활성화 학습전략이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

는 효과. 목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학업성취 9

초등학교

4학년
일반

마원금

(1994)
인지전략 훈련이 문장제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1

초등학교

4학년
일반

문병상

(1993)
자기조절된 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 사용

정의적능력

3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박경희

(1997)
메타인지 자기조정 학습전략의 인지적, 정의적 효과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위인지

전략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3

초등학교

2학년
일반

박분희

(1995)
구조화 협력학습전략과 보상이 독해학습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5
초등학교

5학년
일반

박춘식

(2001)
학습전략이 초등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

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2

초등학교

4학년
일반

서원주

(1994)
학습전략 훈련이 학업성취와 파지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4
초등학교

4학년
일반

석용준

(1996)
핵심어법 학습전략이 초등학생의 영-한 어휘 기억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2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안경애

(2000)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

절 학습능력과 학습전이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사용
4

초등학교

6학년

학습

부진

양승갑

(1994)
학습전략 훈련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인지능력

학습전략사용

5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오화춘

(2001)
초인지 수업전략이 용해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위인지

전략
학업성취 3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유인식

(1996)

사회과에서의 메타인지 양식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
학업성적, 과제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위인지

전략

학업성취

인지능력
4

중학교

2학년
일반

윤세중

(2000)

질문 생성 학습 전략 훈련이 초등 학교 학생의 사회

과 학업 성취와 파지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상위인지

전략
학업성취 1

초등학교

6학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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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1992)

학습전략훈련과 상위인지가 아동의 독해학습에 미치

는 효과. 중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6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이대식
(1993)

개념지도화 학습전략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7

고등학교
2학년

일반

이명경
(1999)

중심 내용 파악 전략 교육이 중심 내용 파악 수준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2 중학생 일반

이명자
(1997)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문제 해결력과 자

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7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이미희
(2000)

독서전략 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

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학업성취
정의적 능력 5

초등학교
6학년

학습
부진

이순규
(1994)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아동의 자주적 학습태도 및 자

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습전략사용
정의적 능력

3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이오흠
(1998)

개념도 작성 학습전략이 초등학생의 사회과 학업 성

취에 미치는 영향 .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인지전략 학업성취 1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이은림
(1994)

자기교시 및 자기조절 방략훈련이 독해 장애아의 독

해력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합전략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4
초등학생
5, 6학년

학습
장애

이은실
(1996)

자기조정 학습전략 사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사용

2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이정규
(1998)

개념도 학습전략이 초등학생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인지능력 2
초등학교
4, 6학년

일반

이종삼
(1995)

학습전략훈련이 학습장애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

과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12
중학교
2학년

학습
장애

이종두
(1997)

구조화된 협동학습 전략과 집단보상 제공이 학업성취

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합전략 학업성취 1

중학교
3학년

일반

이희정
(2001)

초인지 전략 수업이 전류와 자기장 개념의 형성에 미

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샹 위 인 지
전략

학업성취 3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임영남
(2000)

메타인지와 전략적 읽기 학습이 독해력에 미치는 영

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싱 위 인 지
전략

인지능력 1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임충자
(1991)

학습전략훈련과 학습과제의 특성이 아동의 문장기억

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합전략 인지능력 2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정광조
(1998)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초인지전략 수업모형이 중등특

수학급학생의 읽기인식 능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효

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 위 인 지
전략

인지능력 7 중학생
학습
장애

정시균
(2000)

전문가집단 협동학습 전략이 쓰기능력 및 흥미에 미

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 위 인 지
전략

인지능력
정의적 능력

4
초등학교

4학년
일반

정진영
(2000)

소집단 토의 학습을 통한 중심 생각 찾기 전략 지도

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지전략

학습전략
사용 1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조경욱
(2000)

연쇄화 학습전략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인지전략 학업성취 1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최미옥
(1995)

자기조절기능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 학습방략 훈련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습전략
사용

3
초등학교

6학년
일반

한영옥
(1996)

초인지 학습전략이 독해력과 초인지 및 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상 위 인 지
전략

학습전략사용
인지능력
정의적능력

5
초등학교

3학년
일반

허영숙
(2000)

초등학교 학습장애아의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수

학과 문제해결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자 기 조 절
학습전략

인지능력
정의적능력

6
초등학교

4학년
학습
장애

허은
(2001)

영어학습전략 훈련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업성취
학습전략사용

14
중학교
2학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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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analysis of Effects of Learning Strategy*

Kim, Dong-il
**

, Shin, Eul-J in
***

, Hwa ng , Ae -Kyoung
****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learning strategies interven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from 1990 to 2001, using meta-analysis.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strategies. Meta-analysis provides a synthesis of research that allows

a more precise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given intervention.

By criteria, 44 articl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Effect size was calculated using 'the

Cohen's D' (Cooper & Hedges, 1994). The overall ES was .53. Cognitive strategy(.61),

meta-cognitive strategy(.71) produced large effect sizes. But, the mean effect size of combined

strategy(.37),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54) produced the moderate effect size. While

learning strategies applie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ability were identified

very effective approaches(.64, .67), learning strategies applied on efficacy of using learning

strategies and general affective domain produced moderately effective(.40, .39).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arning strategies

turn out to be generally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ability. Second,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interventions using the

cognitive strategy and meta cognitive strategy was very effective. Third, through the detailed

analyses of effectiveness of each strategy, we can provide the practical intervention plan for

the students with academic difficulties. Lastly,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earning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learning st rat egy, cogni t ive st r ategy, meta-cogni t ive st rat egy, sel f-

r egulat ed st r ategy, combined st rat egy, effect size, met a-analys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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