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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표면적 전략인 시연과 심층적 전략인 조직화, 정
교화 전략을 보다 빈번히 사용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동기 저하가 일어나는 학기말의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동기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증가하였
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행동조절 및 성적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흥미있다고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기억술', '시
간관리', '읽기', '쓰기', '집중', '동기'는 유능한 학습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수업이나 
학습에도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활발한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했던 e-class상의 온라인 학
습 활동에 대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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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흔히 지식기반 사회라 불리우는 사회는 지식이 지니는 가치가 그 어느 시 보다 큰 

사회이다. 정보와 지식의 축 과 보 이 고도로 발달하고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지식사회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이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창조를 해 끊임없

는 변화와 신을 요구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사회에서는 교육에 한 개념 자체가 학교교육을 넘어서서 평생교육으로 그 

외연을 넓히며 평생학습 체제로의 환을 요구하게 된다. 평생학습체제에서 개개인은 평생

학습자가 되며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는 자

기주도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식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평생학습자들은 암묵  

지식을 명시  지식으로 환시키는 지식의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명시  지

식을 효과 으로 내면화시키는 유능한 자기주도  학습자 는 자기조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한순미 2004b).

성공 인 학습자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지식에 근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학습 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다. 이들은 한 스스로를 동기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검하며 학습이 일어나

지 않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자이다.

한 때 학업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지능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학습과 

동기에 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연구자들  교육자들은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 하

기 해 한 략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성공 인 학습자가 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공 인 학습자를 이해하려 할 때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자기조  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라는 용어는 요하다. 그들은 학습을 방

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학습을 한 최 의 조건을 설정해가는 자기조  학습자이며, 

자기주도  학습자이다.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조  학습은 서로 다른 학문  배경에서 발 되어 왔지만 개념 으

로 큰 차이가 없어 학자들은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면서 자기조  학습의 개념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홍기칠, 2004).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기조  학습 모두 학습자를 능동 이고 자율 인 존재로 보며, 학자들

에 따라 구성 요인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두 개념이 인지조  략, 동기조  략, 행동조

 략을 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반 으로 학생들은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보다 잘 조 하는 학습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성인들이라 해서 모두 자기조  학습자, 자기주도  학

습자는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 히 학습 략에 해 빈약하거나 부정확한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인지  자기조  략들은 때로 비효과 이거나 비효율 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학습 략을 가르치는 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학습 략에 한 지식을 획득하

고 자기조 략을 효과 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McKeachie, 

Pintrich, & Lin, 1985; Pintrich, McKeachie, & Lin, 1987; Simpson et al., 1997). 

학습 략 로그램의 효과에 한 국내 연구들은 부분 등학교 아동들을 상으로 하

여 학습 략의 훈련이 아동들의 학업성취나 인지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고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있으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학 수 의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의 개발  효과 검증에 한 연구

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온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한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주도

인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길 목 으로 하며 미시  수 의 학습 략 뿐 아

니라 거시  수 의 학습 략들을 포함하 고 교수-학습과정이 오 라인의 수업과 온라인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 다.  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다양한 양 , 질  자료

를 수집함으로써 로그램의 효과에 한 검증과 더불어,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습 략 

로그램이 지녀야 할 특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략이 향상되는가? 

둘째,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성 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갖는가?

셋째, 학생들에게 효과 인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할 것

인가?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  학습은 인지조 , 동기조 , 행동조 을 포함하는 의의 의미로,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조  학습에 심신 리라는 차원까지 포함시킨 의의 개념으로 사용

한다. 자기주도  학습 략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습을 효과 이고 효율 으

로 하기 해 학습자가 주도 으로 인지조 , 동기조 , 행동조 과 심신 리를 행하는 데 

내포된 모든 정신  조작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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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조절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조  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상호 

유사한 개념으로서 학자에 따라, 논의의 맥락과 강조 에 따라 때로는 자기조  학습으로, 

 때로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명명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1960년  , 시카고 학의 Houle이 성인

교육을 한 책인「탐구정신(The Inquiring Mind)」을 출간하면서부터이다. 그러다가 

Knowles에 의해 이론  기반이 본격 으로 다져지게 되면서 오늘날 평생교육의 주요 개념

으로 부각되기에 이르 다. Long(1987)은 ‘개인 으로 주도되는 유목  지  과정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밝 내고 찾는 인지행동이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자기주도  학습을 정의하

다. 자기주도  학습에 한 정의 가운데 리 인용되고 있는 Knowles(1975)의 정의에 의

하면 ‘개별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채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확보하고 합한 학습 략

을 선택, 실행하여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이다. 

자기조  학습 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   내지는 모형들이 있어왔다. Pintrich와 

De Groot(1990)는 ‘학습자료를 지각한 후 자료를 조직하여 장기기억에 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

출해내는 인지능력과 인지를 리하고 통제하는 상 인지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자기조 학

습을 주로 인지  상 인지 략에 을 두고 정의했다. 이에 비해 Boekaerts(1995)는 자기조

학습에 있어서 정의  요소에 강조 을 두었다.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은 ‘자기

조 학습자란 자신의 학습과정에 상 인지 , 동기 , 행동 으로 극 참여하는 자’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처럼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에 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Zimmerman을 시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심으로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을 추출해보면, 크게 3가지 요인, 즉 인지조  요인, 동기조  요인, 행동조  요인

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Pintrich, 2000;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자기조  학습

자는 다양한 인지조  략들을 사용할 수 있고 학습에 해 잘 동기화되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히 통제하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이다.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조  학습은 서로 다른 학문  배경에서 발 되어 왔지만 개념 으로 

큰 차이가 없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기조  학습 모두 학습자를 능동 이고 자율 인 존재

로 본다는 이나 두 개념이 인지 략, 동기 략, 행동 략을 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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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서도 유사하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는 이 둘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 송인섭

과 정미경, 1999; 박용휘, 2003)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자기조  학습의 개념을 통합한 개념으

로 사용하는 경우( , 노국향, 1999; 이재경, 2000; 이성은 외, 2002; 홍기칠, 2004)가 많다.

2.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훈련의 효과 
략이란 유목 인 실행과정으로서 활동의 계열을 가지며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습 략에 해 학자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왔다. Jones(1988)에 의하

면, “학습을 진시키기 하여 학습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정신  조작”이다. 

Weinstein과 Mayer(1986)는 학습 략을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향을 미치는 행동양식과 사

고 체계로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선택, 획득, 조직, 통합하는 방식에 향을 미치는 정보

처리활동”이라 정의한다.  Dansereau(1985)는 “정보의 획득, 장, 활용을 진시킬 수 있

는 일련의 과정 는 단계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attie 등(1996)은 학습 략의 교수에 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교수 로그램들이 

단일한 특수 략( 를 들어 기억술을 사용하기,  기)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단기의 

실험실 연구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인지 , 상 인지 , 동기 략에 을 맞추는 보다 총체

이면서 수 주 는 여러 달에 걸쳐 장기 으로 이루어지는 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는 것을 지 한다. Simpson 등(1997)은 학생들을 한 로그램은 읽기에 있어서의 특수

한 결함의 교정과 읽기 기술에 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여러 인지 이고도 자기조  략

을 목표로 하는 보다 일반 인 학습하는 방법에 한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에 주목한다.

몇 주나 단기의 실험  재 로그램으로는 자기조 학습에 요한 인지  메타인지 

략, 동기유발 략, 행동조  략들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이다. 주로 등학생들을 상으

로 연구해온 Pressley와 Woloshyn(1995)는 인지 략 교수는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교수 과제이며 몇 주나 몇 달 내에 효과 으로 행해질 수 없다는데 주목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략 교수로부터 도움을 얻기가 보다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

들은 학교교육을 오래 동안 받아오는 동안 략에 한 지식과 일반 인 조 략들을 발달

시켜왔기 때문에 효과 인 교수에 필요한 시간을 일 수 있다(Hofer et al., 1998). 이 경우 

한 학기 강좌들과 같은 단기 로그램들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 

McKeachie, Pintrich, & Lin, 1985; Pintrich, McKeachie, & Lin, 1987; Simpson et al., 1997; 

Weinstein & Underwood, 1985). 

학습 략의 훈련  로그램의 효과와 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동일 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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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내 학 논문들을 메타분석하여 학습 략의 효과에 

해 종합 인 검토를 시도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러 학습 략 가운데 상 인지 략이 

가장 효과가 컸고, 학습 략의 효과는 학업성취와 인지능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메타분석 상 논문들은 등학생 상 논문이 35편, 학생 상 논

문이 8편, 고등학교 상 논문이 1편으로 학교 이 올라갈수록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학생 상 학 논문은 없었다. 

자기조  학습 략 훈련 효과에 한 국내 연구들은 부분 수학교과에서의 성취를 다루

고 있다. 문병상(2000)의 등학교 6학년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조 학습 략 훈

련을 받은 학습자들은 그 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수학문장제 해결에서 더 높은 성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장희진과 양용칠(2002)의 연구에

서는 자기조  학습기능의 훈련이 수학과 학업성취를 향상시켰음을 보여주었다. 김아  등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교과를 심으로 자기조 학습 훈련 후 등학교 5학년생들은 

수학과 성취 수와 자기조  학습 략의 사용이 증가하 는데 특히 성취수 에 있어서 간

집단이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아동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자기조  학습 훈련 후 향

상되었는지를 살펴본 정미경(2002)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의 읽기와 쓰기능

력이 부분 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 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강태용(2003)

의 연구에서는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 을 개선하는데 정 인 향을 미쳤고 

특히 학업성취가 낮은 학습자의 학습습 을 개선하는데 큰 향을 미쳤다. 한 국어과목과 

어과목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도 정 인 효과가 있었다.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의 효과 연구는 드물지만, 김은 과 박승

호(2006)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을 상으로 동기조  략의 훈련 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학생들의 동기조  능력  자기조  학습능력, 그리고 학업성취에 향상이 있었다. 

Ⅲ.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법

1.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격 
1) 로그램의 내용 모형

이 로그램은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학에서의 성공 인 학업생활을 해서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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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그램의 내용 모형

니라 평생학습사회에서 자기주도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략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로그램의 체 인 내용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모습을 평생토록 학습해야 하는 평생학습자로 

상정하고 그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기주도  학습 략이 필요

한지 살펴보았다. 

이 로그램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두뇌에 기반하여 효과 인 학습의 원리를 도출해보고자 하 다. 이는 재 

속히 발달하고 있는 뇌 과학과 인지심리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두뇌 련 연구결과들에 주목

하면서 이를 학습을 최 화하는데 용하려 한 것이다. 이 로그램은 인간의 두뇌에 한 

과학  연구결과들에 토 를 둔 두뇌기능의 향상 방법에 심을 가짐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두뇌의 구조와 기능, 효과 인 학습과 기억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에 한 내용과 

두뇌기능을 향상시키기 한 음식과 식생활 리, 스트 스 리, 수면 리에 한 내용들

을 다루었다. 두뇌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습의 최 화, 효율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다른 원리는 자기조  학습이다. Pintrich(2000)와 Zimmerman

과 Martinez-Pons(1990) 등이 주축이 되어 제창한 효과 이고 효율 인 학습 원리로서의 자기

조 학습을 구체 인 학습 장면에 용해보고자 하 다.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은 인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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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동기조  략, 행동조  략이다. 

인지조  략으로는 이들이 포함시키는 인지  상 인지 략 외에 기억술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동기조  략으로는 숙달목표, 내재  동기, 자기효능감, 과제가치를 포함시켰

고, 행동조 략으로는 집 하기, 시간 리, 도움추구를 포함시켰다. 학습의 장면을 떠올릴 

때 가장 먼  그려지는 모습은 학습을 한 읽기와 쓰기 장면일 것이다. 학습을 한 읽기

를 할 때와 학습이 결집되어 산출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보고서나 논문 쓰기는 의 3가지 

자기조  학습 략이 모두 필요한 장면이다. 따라서 읽기 략과 쓰기 략을 포함시켰다. 

본 로그램에서는 Pintrich와 Zimmerman 등이 제시하는 바로서의 인지조  략, 동기

조  략, 행동조  략 외에 평생학습자로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기 해서는 심신

리라는 차원이 한 필요하다고 보고 심신 리 략으로서 식생활, 스트 스  수면을 

다루면서 효과 인 학습을 해 이들 요인들을 어떻게 리해야 할지 모색해보았다. 이들 

요인들은 두뇌기반 학습의 원리에 따른 내용이기도 하다. 본 로그램에서는 심신 리 략

을 자기주도  학습 략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략의 의미를 자기조  학습

략을 통합한 의의 의미로 사용하 다.

2) 로그램의 단원별 내용

본 로그램의 다수 단원은 심리학 개론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과 통합된 통합교육과정

의 형태로 학습 략의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며, 몇몇 단원은 심리학 개론 수업 외의 추가 

단원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컨 , ‘두뇌의 구조와 기능’, ‘효과 인 학습과 기억술’, 

‘동기’, ‘스트 스’, ‘식생활과 건뇌식’, ‘수면’ 등은 심리학 개론의 주요 내용들과 통합된 형태

로 다루었고, 읽기, 쓰기, 인지 략과 상 인지 략, 시간 리 등은 추가 단원의 형태로 다룬 

내용들이다.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의 단원별 내용과 활동은 <표 1>와 같다. 

2. 본 프로그램에서의 교수-학습과정
본 로그램은 오 라인의 수업과 온라인상의 e-class에서의 학습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한다. 오 라인의 수업에서는 강의와 비디오 방 , 약간의 조별 활동이 이루어졌다. 

온라인상의 e-class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보다 극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

이었다. 단원별로 교수-학습 활동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 인 흐름도를 4주차 ‘읽기’ 단

원을 심으로 시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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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수업 활동 on-line 및 조별 활동
1

질문지 실시 및 프로그램 소개
 1)자기조절 학습전략 질문지 실시(사전검사)
 2)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 소개

 

2
두뇌의 구조와 기능
 1)두뇌의 구조와 기능
 2)두뇌 기능의 활성화

3
효과적인 학습과 기억술
 1)효과적인 학습과 기억의 원리
 2)기억술 
*도움추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소개 

-각 기억술 활용의 사례 찾기
-적절한 사례 여부에 대한 피드백 

4
읽기
 1)유능한 독자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
 2)읽기 단계 전략

-읽기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및 자기  문
제에 대한 개선점 찾기*

-조원들의 피드백
5

쓰기
 1)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쓰기 전략과 지식
 2)글쓰기 연습

-글 올리기*
-조원들에 의해 피드백 받기
-다시 고쳐쓰기*

6
동기 I
 1)동기 비디오 방영(성취목표지향, 보상의 효
과, 자기효능감, 만족의 연기 내용이 담긴 실제 
사례들 포함)
 2)비디오 내용 재설명 

7
동기 II
 1)동기와 동기관련 문제
 2)동기에 대한 이해-과제가치, 목표설정, 성
취목표 지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귀인, 불안
 3)동기유발 방안 

-각자가 지닌 동기 문제 확인
-문제에 따른 동기유발 방안

8 
스트레스
 1)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영향
 2)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

-학습관련 스트레스 확인
-스트레스 대처방안

9
식생활과 건뇌식
 1)건뇌식과 두뇌활동
 2)뇌를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

-섭식행동에 대한 점검 
-건뇌식 위주로의 식생활 개선방안

10 수면
 1)수면과 학습의 관련성

-수면활동에 대한 점검
-수면활동의 개선방안

11
인지전략과 상위인지전략
 1)인지전략
 2)상위인지전략  

-자신의 인지 및 상위인지 전략 점검*

12
집중 및 시간관리
 1)집중의 방해요인과 향상 방안
 2)시간관리
지식기반사회의 평생학습자로 살아가기 

-시간관리를 위한 일정표(월간,주간,일일) 
작성*

13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1)자기조절 학습전략 질문지 실시
 2)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조사

*은 개별 과제물의 성격을 띄며 결과물을 e-class에 올리게 함.

<표 1>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의 단원별 내용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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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수업 전에 e-class 강의자료실에 강의자료 올려놓기
                      ↓   
<학생> 강의자료 내려받기/ 훑어보기 또는 읽기
                      ↓  
<교수> 효과적인 읽기전략과 읽기 단계 전략에 대한 강의
                      ↓
<교수> 읽기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지시
                      ↓   
<학생> 읽기 활동에서의 자기 문제점 확인
                      ↓  
<교수> 오프라인 수업활동 종료 및 과제 제시
                      ↓  
<학생> 온라인상의 조모임에서 자기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글 올리기
                      ↓
<학생> 조원들과 피드백 주고 받기
                      ↓
<교수>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의 읽기 활동에 대한 피드백 주기 
 

[그림 2] 단원별 교수-학습활동 흐름도[읽기 단원 시] 

e-class의 주요 구성 항목은 ‘공지사항’, ‘강의자료실’, ‘열린 게시 ’, ‘과제물’, ‘조모임’ 등이

다. ‘강의자료실’에다가는 강의자료를 오 라인 수업 에 미리 올려주었다. ‘공지사항’에서는 

오 라인 수업과 과제물에 해 안내해주고, ‘열린 게시 ’에는 수업과 련된 학생들의 의

견이나 질문 등이 올려지고 이에 한 답변이나 피드백이 학생과 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제물’ 란에서는 조별  개별 과제물의 최종 형태를 제출하게 하 다. e-class에서의 가

장 주된 활동은 ‘조모임’을 통해서이다. ‘조모임’은 해당 조원들과 교수 외의 다른 사람들에

게는 비공개 하에 조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조모임’ 안에도 ‘공지사항’, 

‘게시 ’, ‘자료실’ 등이 있다. ‘조모임’에서는 해당 주에 다루어진 주제와 련하여 토론이 벌

어지기도 하며 개별  조별 과제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조원들 간의 피드백(가끔 교수

의 피드백도 주어짐), 수정의 과정이 그 로 나타나게 된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소재 S여 에서 교양과정으로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들로서 실험집단 학생 56명과 비교집단 학생 82명이다. 이 두 집단 각각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학년 학생들로서, 1학년 학생들이 반가량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2, 3, 4학년이 분포되

어있고 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학부  학과 학생들이 망라되어 있다. 수업시간

은 주당 3시간으로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요일  시간 한 월요일 9시-11시, 수요일 9시-10

시로서 같다. 최종 분석에서는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의 자료만을 사용

하 고, 이 가운데 비교집단의 경우, 실험집단과의 학년  공 비율을 유사하게 맞추는 선

에서 20여명의 자료를 무작 로 제외시켰다. 최종 분석 상은 실험집단 52명과 비교집단 62

명이다. 

2. 측정도구
1) 자기조  학습 략 검사

자기조  학습 략 검사는 한순미의 연구(2003, 2004a)에서 사용한 것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이 검사는 3가지의 인지조 략(표층 , 심층 , 상 인지), 4가지의 동기조 략(숙

달 목표,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내재  동기), 그리고 3가지의 행동조 략(시간

리, 도움구하기, 행동통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동기 련 변인으로서 외재  동기와 무동기

를 측정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6  Likert 척도로서 ‘  그 지 않다’ 1 에서

부터 ‘매우 그 다’ 6 까지로 되어 있다.

(1) 인지조절 전략 
인지조  략은 표층  략과 심층  략, 그리고 상 인지 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28문항의 세 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표층 (시연) 략 7문항, 심층 (정교화, 

조직화) 략 11문항, 상 인지(계획, 검, 조 ) 략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의 신

뢰도는 각각 .77, .87, .76으로 나타났다.

(2) 동기조절 전략 및 관련 변인
 가) 숙달목표 지향

숙달목표 문항들은 Elliot(1999)의 문항들을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며 6개의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 숙달목표의 로는 “가능하면 철 하게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내게는 요

하다”를 들 수 있고, 숙달목표의 신뢰도는 .76으로 나왔다. 

 나) 학업  자기효능감

이 척도는 김아 (2002)이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표 화한 척도로 등학생부터 학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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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상으로 학업 상황 반에 련된 학생들의 지각된 효능감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3

가지 하 척도인 자신감(Self-Confidence, 8문항; α=.77), 자기조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10문항; α=.88), 과제수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8문항; α=.77)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척도를 합산한 수를 사용하 다.

 다) 과제가치

학교 공부의 가치를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과제가치는 3가지 차원의 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것은 요성 가치 3문항(α=.80; , 공부는 내 인생에서 요한 가치를 지닌다), 

내재  가치 는 흥미 1문항( ,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와 유용성 가치 3문항(α=.79;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이다)으로 구성되었고, 과제가치 체 신

뢰도는 .88이었다. 

 라) 내재동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  ‘ 학에 다니는 이유’를 물어 동기를 측정한 것으로서 본 연구

에서는 내재  동기 외에도 외재  동기, 무동기를 조사하 다. 각 하 척도는 4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에 해 학생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이 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기쁘기 때문이다”(내재  동기), “남들이 나

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기 해서이다”(외재  동기), “솔직히 말해 내가 왜 학에 다니

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학교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무동기) 등의 문항이 척도에 포

함되어 있다. 각 하  척도의 신뢰도는 내재  동기는 .85, 외재  동기는 .79, 그리고 무동

기는 .88이었다.

(3) 행동조절전략
행동 조  략은 3개의 하  척도 즉, 시간 리 5문항(α=.83; , 나는 효율 으로 공부하

기 해 시간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도움구하기 8문항(α=.77; ,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행동통제 12문항(α=.85; , 나는 공부를 하고자 결

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각각 .83, .77, .85 다.

2) 로그램에 한 의견조사서

로그램이 끝난 후, 실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자기조  학습 략 검사 외에도 로그램

에 한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의견조사서는 다음의 5개의 질문에 해 자유반응 방식으

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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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2.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여러분을 유능한 학습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요? 어떤 내용이 특히 그러한가요? 
3. 수업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통해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변

화시켰나요? 
4. 이 수업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학습전략들 가운데 다른 수업이나 학습상황에도 

적용해보고 싶은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5. 조 모임 활동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양  자료를 분석하기 해 사용된 통계기법은 평균  표 편차, t검

증, 그리고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이다.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해 2집단(실험, 통제) x 2시기(사 , 사후)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 로그램에 한 의견’ 조사를 통한 질  자료에 해서는 반응의 빈도 분석과 내

용 분석을 하 고 표 인 반응 시를 구체 으로 제시하 다. 

Ⅴ. 연구결과

1. 자기조절 학습전략 및 동기에 미친 프로그램의 효과 
1) 학습 략과 동기의 변화

<표 2>는 로그램 실시를 후하여 이루어진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획득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자기조  학습 략 수들의 평균  표 편차, t검증한 결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로 각각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2집단(실험, 통제) x 2시기(사 , 사후) 반복 측정 

다변량분석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이 표에서 인지조  략의 경우를 보면, 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표면  

인지 략  심층  인지 략에 있어 사후검사에서 의미 있게 더 높은 수를 보여 다. 즉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표면  략은 4.39에서 4.63으로, 심층  략은 4.21에서 4.41

로 략 사용에 있어 의미있는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상 인지 략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증가가 없다. 아울러 략의 사용이 집단간, 시기간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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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후 실험(n=50-52) 통제(n=59~62) MANOVA
유의한 차이M SD t M SD t

인
지
조
절

표면적 사전 4.39 .72 -2.95** 4.64 .63 -.25 사전<사후
상호작용사후 4.63 .69 4.66 .69

심층적 사전 4.21 .70 -2.46** 4.26 .58 .85 상호작용사후 4.41 .61 4.20 .70
상위인지 사전 4.25 .60 .31 4.12 .67 -1.47사후 4.23 .68 4.22 .74

동
기
조
절

숙달 사전 4.69 .79 1.70 4.59 .65 2.52** 사전>사후사후 4.56 .75 4.40 .71
자기효능감 사전 3.98 .50 -2.55** 3.87 .50 1.14 실험>통제

상호작용사후 4.11 .54 3.82 .51
과제가치 사전 4.78 .70 1.65 4.58 .69 3.92** 사전>사후사후 4.67 .81 4.29 .67
내재동기 사전 4.42 .80 -.24 4.27 .86 1.04사후 4.44 .85 4.18 .82

동
기
관
련

외재동기 사전 4.37 .82 3.10** 4.48 .97 .94 사전>사후사후 4.04 1.01 4.39 .98
무동기 사전 2.05 .91 -.32 2.20 .91 -.92사후 2.09 .98 2.28 .99 

행
동
조
절

시간관리 사전 4.13 .94 1.54 4.06 1.01 -1.19사후 4.00 .95 4.19 .88
도움구하기 사전 4.18 .67 1.39 4.17 .76 .00사후 4.08 .71 4.17 .77
행동통제 사전 3.68 .69 1.23 3.69 .68 -.87사후 3.62 .79 3.71 .71

성적 사전 87.1 4.82 1.13 87.1 6.56 -.48사후 86.3 5.55 87.4 5.95
* p<.05,  ** p<.01 

<표 2> 자기조  학습 략과 동기변인들의 사 , 사후 비교 

량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표면  략은 사 ․사후 검사 간 주효과[F(1,111)=5.77, p<.05]

와 상호작용 효과[F(1,111)=4.24, p<.05]를 확인할 수 있고(그림 3-1참조), 심층  략의 경우

는 상호작용 효과[F(1,110)=5.64, p<.05]만 있다(그림 3-2참조).  

동기조 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학업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만 3.98에서 4.11로 

의미있는 증가를 보인다. 한편 통제집단을 살펴보면 숙달목표 지향과 과제가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p<.01) 감소가 나타나고 유의미한 수 은 아니지만 자기효능감과 내재동기에 

있어서도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반복측정 다변량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숙달목표 지향의 경

우 시기에 따른 주효과[F(1,111)=8.8, p<.01]가 나타나는데 사 검사 수가 사후검사 수에 

비해 오히려 높다. 이러한 양상은 과제가치에서도 같이 나타나면서 시기간 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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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통제 집단의 , 후 검사에서의 략 사용

[F(1,112)=15.45, p<.001]가 있다. 학업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집단간 주효과[F(1,105)=4.41, 

p<.05]와 더불어 상호작용효과[F(1,105)=7.65, p<.01]도 나타나고 있다(그림3-3참조).

동기 련 변인으로서 외재  동기와 무동기에 해서도 살펴본 결과, 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학생들은 외재  동기가 4.37에서 4.04로 히 하되고 있다.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재  동기에서 시기간 주효과[F(1,110)=9.02, p<.01]가 나타나고 있다. 

행동조 과 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 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조차도 행동조 에 있어

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  학기 성 과 로그램을 시행한 학기의 성 을 학 교무처

의 조를 통해 입수하 다. 본 연구에서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성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학습 략 로그램을 통해 성 의 변화를 기 했지만 성 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는 않았다. 아마도 본 로그램을 통해 지도한 학습 략이 미시 인 수 의 략보다는 거

시  략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학업성취 수 에 따른 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한 로그램의 효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

고자 하 다. <표 3>과 <표 4>는 학생들의 이  학기 성 을 기 으로 하여 백분  수상 

‘상’은 90~100 , ‘ ’은 85~89.9 , ‘하’는 60~84.9 으로 분류하여 학업성 에 따라 로그램

의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

은 통제집단의 자료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3>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의 경우, 인지조  략 가운데는 특히 성 이 낮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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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적 전/후 실험(n=50~52) 통제(n=59~62)
M SD t M SD t

인
지
조
절

표면적

상 사전 4.64 .84 -1.35 4.71 .65 -.94사후 4.80 .78 4.81 .74
중 사전 4.35 .61 -1.72 4.83 .57 .47사후 4.60 .57 4.77 .56
하 사전 4.19 .68 -1.94 4.41 .64 .05사후 4.50 .76 4.40 .71

심층적

상 사전 4.40 .83 -1.57 4.54 .44 -.24사후 4.64 .70 4.57 .61
중 사전 4.33 .60 -.11 4.21 .73 2.35*

사후 4.60 .47 3.92 .75
하 사전 3.88 .57 -2.67* 4.02 .47 -.25사후 4.25 .61 4.06 .63

상위인지

상 사전 4.43 .74 .94 4.41 .57 -1.59사후 4.29 .73 4.54 .51
중 사전 4.27 .48 -.37 3.85 .78 -2.19*

사후 4.32 .69 4.12 .76
하 사전 4.06 .55 .07 4.05 .56 .48사후 4.05 .62 4.00 .40

* p<.05,  ** p<.01

<표 3> 성 에 따른 인지조  략의 사 , 사후 비교

심층  략에서 사 , 사후 간에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의 학

생들은 간 수 의 성 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심층  략은 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상 인

지 략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4>를 보면 동기조  략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성 이 높거나 간인 학생들이 자

기효능감에 있어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성 이 낮은 학생들은 로그램을 경험한 

후에도 자기효능감에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제집단 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

면 성 인 낮은 학생들은 사 검사에 비해 기말고사를 치를 무렵인 사후검사에서 과제가치

가 히 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기 련 변인으로서 외재  동기와 무동기에 해서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성 이 낮은 학생들의 외재  동기가 사 검사에 비해 로그램이 시행된 후인 사후검사에

서 의미 있게 감소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성 이 높은 학생들의 무동기는 사후검

사에서 더욱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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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적 전/후 실험(n=50~52) 통제(n=59~62)
M SD t M SD t

동
기
조
절

숙달
상 사전 4.62 .83 1.33 4.59 .68 1.19사후 4.45 .79 4.44 .63
중 사전 4.87 .77 .63 4.43 .61 2.04사후 4.80 .70 4.18 .87
하 사전 4.54 .78 .99 4.76 .65 1.21사후 4.37 .74 4.59 .61

자기효능감
상 사전 3.93 .51 -2.11* 4.00 .52 .80사후 4.06 .57 3.95 .57
중 사전 3.96 .50 -2.95** 3.65 .50 .12사후 4.20 .55 3.64 .48
하 사전 4.05 .51 -.13 3.93 .45 .87사후 4.06 .54 3.86 .44

과제가치
상 사전 4.78 .67 .39 4.85 .55 1.80사후 4.76 .64 4.66 .47
중 사전 5.04 .52 1.43 4.48 .85 1.98사후 4.87 .67 4.25 .85
하 사전 4.47 .83 .81 4.81 .65 2.89**사후 4.35 1.04 4.39 .62

내재동기
상 사전 4.30 .79 -.49 4.47 .66 .64사후 4.40 .76 4.38 .66
중 사전 4.71 .77 1.17 3.96 1.03 -.27사후 4.57 .90 4.00 .80
하 사전 4.20 .81 -1.05 4.35 .86 1.32사후 4.32 .91 4.14 .99

동
기
관
련

외재동기
상 사전 4.43 .74 1.46 4.53 .87 -.33사후 4.21 .82 4.59 .92
중 사전 4.21 .93 1.58 4.56 .98 .53사후 3.87 1.18 4.49 .86
하 사전 4.53 .76 2.52* 4.36 1.11 1.61사후 4.09 .95 4.11 1.12

무동기
상 사전 2.25 .95 2.12* 1.97 .80 -.16사후 1.85 .96 1.99 .81
중 사전 1.80 .79 -1.00 2.22 .95 -1.45사후 1.95 .84 2.40 1.00
하 사전 2.20 .98 -1.19 2.43 .98 -.32사후 2.51 1.09 2.49 1.13

* p<.05,  ** p<.01

<표 4> 성 에 따른 동기조  략의 사 , 사후 비교

2.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반응과 시사점
로그램의 효과와 련하여 앞 에서는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양  자료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질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로그램과 련된 학생들의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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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단원내용 흥미로운 내용 유능한 학습자 자신을 변화시킴 다른상황에 적용
1. 두뇌 구조와 기능 6 0 0 1
2. 인지조절전략 0 3 0 4
3. 효과적학습과 기억술 15 23 9 25
4. 기억의 정보처리 과정 3 2 1 5 
5. 읽기 3 12 5 24
6. 쓰기 3 10 5 19
7. 시간관리 15 20 12 27
8. 동기 비디오/강의 30 10 13 13 
9. 스트레스 4 1 3 7
10. 식생활과 건뇌식 8 3 17 10
11. 운동 3 3 5 7 
12. 수면 3 5 4 9
13. 집중 8 15 4 16

계 101 107 78 167 

<표 5> 각 단원별 내용에 한 학생들의 반응 빈도

반응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나은 학습동기  학습 략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한 

시사 을 찾고자 한다. 

로그램의 시행이 완료되고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사후검사와 더불어 이 로그램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로그램의 구체 인 내용에 한 흥미와 유용성 여부, 다른 상황

에의 이가능성, 그리고 조별 활동에 한 의견 등을 물어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

시하 다. 각 문항에 해 학생들은 체로 1~3개 정도의 답을 하 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  <표 5>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학생들이 반응한 내용( 호 안에 필기

체로 표기함)을 구체 으로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1) 흥미 있어 한 내용

학생들이 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 있어 한 단원은 동기에 한 내용이었다. 동

기에 한 내용은 여러 다른 동기 유형(수행목표 지향, 숙달목표 지향, 자기효능감,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아동들의 실제 사례들을 비디오에 담은 내용을 시청하고 나서 련 내용

에 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조별 토론을 가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동기를 검하

고 각자의 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들을 토론하 다.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것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다른 단원들로는 ‘효과 인 학습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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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술’과 ‘시간 리’가 포함되어 있다. ‘효과 인 학습과 기억술’의 단원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

지 기억술을 익히면서 기억술의 실제 사례를 조별 활동을 가지면서 찾아보았고, 이를 e-class

상의 조모임에 조별로 올려놓고 교수자나 친구들로부터 한 사례 여부에 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하 다. ‘시간 리’ 단원에서는 시간 리에 한 강의를 듣고 나서 학생들 각

자가 월간, 주간, 일일 일정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은 체로 학습 략  동기에 한 실제 사례를 비디

오를 통해 보거나 본인들이 직  사례 찾기 활동을 해 보는 것, 그리고 피드백을 방 받게 

되고 자신의 학습을 효율화시키기 한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을 하는 단원들에서 흥미 

있어 함을 알 수 있다.

2) 유능한 학습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 내용

이 로그램이 유능한 학습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물음에 해 모든 

학생들이 그 다고 답변하 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이 되게 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에 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 다. ‘효과 인 학습과 기억술’이 23회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학생반응 --“나의 기억법의 문제 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학습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시험기간에 여기에서 

배운 방법으로 학습했더니 훨씬 효율 이었다”), ‘시간 리’(“이 에도 시간 리를 해 노력

을 하긴 했으나 체계 이지 못했던 데 비해 이 수업을 받은 후 좀 더 체계 인 시간 리가 

가능해졌다” “생각만 갖고 실천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구체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도 20회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집 ’(“좀 더 집 을 잘 할 수 있게 되

었다”)을 들고 있으며, ‘읽기’(“지 까지 읽기 활동을 효과 으로 했는가 반성하게 되었고 앞

으로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능동 인 읽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쓰기’(“리포트 작

성방법을 이 과는 달리하게 되었다”), ‘동기’(“스스로 동기유발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동기에 한 비디오를 보면서 그 동안 나의 학습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도 10여회의 빈

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유능한 학습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한 내용은 기억술이라든지, 시간 리, 읽기와 쓰기 단원과 같이 미시 이고 구체 인 략들

을 다룬 단원들이었다. 교수-학습활동에서 이러한 구체 인 략들의 시와 실제 용 경험

이 학생들의 학업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의 <표 2>와 <표 4>에

서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 지 않았던 학생들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던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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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내용

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내용을 들고, 구체 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

지 물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내용으로 ‘식생활과 건뇌식’을 가장 많이 

지 하 다(학생반응 --“식생활이 뇌 활동에 련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운 바를 실천하고 있

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꼭 하게 되었다”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뇌에 안 좋은 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면서 되도록 안먹게 되었다.”). 이 단원은 특히 

식생활 습 과 음식이 두뇌 활동  학습과 어떤 련성을 갖는가를 심으로 먼  강의가 이

루어졌다. 강의에 이은 조별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안하는 것이라든가, 패스

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주의 식사 패턴을 자신의 문제로 지 한 바 있다.  ‘동기’(“그 동

안 내 동기유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본 이 없었는데 비디오를 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부

한 동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재 바꾸기 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수행목표에 한 집착을 조 이나마 버리고 학습목표에 한 추구를 해나가기로 

하 다”)와 ‘시간 리’(“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시간계획표를 구성한다” “다이어리도 새로 구입

하여 낭비하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 인 학습과 기억술’(“학습하

는 방법을 바꾸게 되었다” “다양한 기억술을 직  사용해보고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은 10여

회 안 의 비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5>에서 볼 때 로그램에 한 의견을 묻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자신을 변화시킨 내

용을 지 해보라는 문항에서 학생들의 반응 빈도는 가장 은 편이다. 즉 로그램에 참여

했던 52명의 학생들 각자가 흥미로운 내용과 자신을 유능한 학습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을 

 내용을 가리킬 때는 2가지, 다른 상황에 용하고 싶은 내용을 가리킬 때는 3가지 이상

의 단원을 지 한데 비해 정작 자신을 변화시킨 내용을 지 하라 했을 때는 약 1.5개만을 

지 한 셈이다. 이는 로그램이 학생들을 충분히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음을 짐

작하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내용이라고 지 한 ‘식생활과 건뇌식’ 단원은 일반

인 학습 략 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니나 식생활과 두뇌활동 간의 련성에 

한 증거들이 되어감에 따라 그 요성에 한 인식으로 본 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내

용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략들은 본 로그램에서 다루어진 여타 략들에 비하면 거

시  략이고 학습활동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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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학습상황에서도 용하고 싶은 내용

학습 략 로그램은 학생들이 로그램 실시 상황에서 익힌 학습 략  기술을 다른 수

업이나 일반 인 학습 상황에도 용할 수 있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로그램에서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학습 략들 가운데 다른 수업이나 학습상황에도 용해보고 싶

은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보라고 한 결과,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들로는 ‘시간 리’(“내 공인 피아노를 연습할 때 시간 리를 함으로써 그 능률과 효과를 

더하고 싶다” “체계 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를 

깨달았고 앞으로도 극 으로 다이어리를 작성해 내 스 을 효율 으로 리할 정이다”)

가 27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이어서 ‘효과 인 학습과 기억술’(“앞으로도 계속 평생 

사용할 기술인 것 같다” “의미기억을 일화기억으로 바꾸어 암기해야 겠다”), ‘읽기’(“ 공책을 

강 읽어왔는데 이제 제 로 읽으면서 공부하고 싶다” “읽기에서 PQ4R의 단계를 용해보고 

싶다” “읽기 에 질문을 만들어서 읽으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용해보고 싶다”)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쓰기’(“보고서 형식을 숙지하여 포트 작성시 용하고 싶

다” “스스로 언어 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쓰기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방

법을 알게 되어 그것들을 실행하고 싶다”), ‘집 ’(“다른 학습 상황에 반드시 용할 만한 내용

이라 생각한다”), ‘동기’(“학습목표를 갖는 것은 인생에 있어 요하다 생각된다” “동기유발에 

한 내용을 훗날 나의 학생들과 자녀에게도 용해보고 싶다”) 순이었다.

학생들은 다른 학습상황에 용해보고 싶은 내용을 지 하라는 문항에 해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167회의 반응 빈도를 보임으로써 여타 문항에 한 반응에 비

해 훨씬 극 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본 로그램을 상당히 유용한 학습

략 로그램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 리, 기억술, 읽기, 쓰기, 

집 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은 유능한 학습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 내용을 지 하

라 했을 때 보인 반응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학생들은 유능한 학습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략을 다른 학습상황에도 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조모임 활동에 한 의견 

본 로그램의 특성상 강의 외에 큰 비 을 차지했던 활동이 동학습 활동이라 할 수 있

는 조모임 활동이었다. 조모임 활동은 수업 상황에서도 부분 으로 이루어졌지만 훨씬 많은 

시간이 e-class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모임 활동에 해 학생들이 학습상의 도움이 되

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물은 결과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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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9)  - 새로운 친구들(주로 다른 과 다른 학년을 지칭함)을 사귀게 되어 좋았다.
(6)  - 수업 중에 몰랐던 부분이라도 서로 예를 들어봄으로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5)  -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조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4)  - 내 생각을 친구들의 것과 비교할 수 있었다/ 다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4)  -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었다.
(3)  - 실생활에서 서로 예를 찾아봄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았다.
(3)  - 이론적 지식의 실 예를 찾아봄으로써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쉬웠다.
(3)  -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 받기가 쉬웠다.
(2)  -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었다.
(2)  - 다른 학과 사람들과의 대화라 더 흥미로웠다.
(2)  -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과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다.
(2)  - 나의 학습활동을 스스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 온라인상에서는 조원들이 시간을 쉽게 맞출 수 있어 좋았다.
(2)  -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려운 과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1)  - 다양한 예들이 쏟아져 나와 흥미로웠다.
(1)  - 인터넷상의 조모임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  - 다른 친구들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알고 나도 실천해 볼 수 있었다.

** 긍정적이지 않은 답변 **
(2) -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1) - 과제를 수행할 때만 이용하였다.
(1) - 조모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1) - 친하지 않은 사람과 어떤 주제(스트레스, 동기 등)에 대해 언급하기란 쉽지 않다.

<표 6> 조모임 활동에 한 의견

수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표 6>과 같이 응답하 다. 

학생들은 조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할 수 있었던 을 가장 많

이 지 하 다.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문제해결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상당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새로운 친구들과의 사귐, 수

업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해 도움을 받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 자신이 가진 문제

에 해 피드백을 받은 ,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

했던 , 실생활에서 를 찾아 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고, 실생활에도 용하기 쉬웠던 

등이 유익했다고 반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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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오 라인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연과 같은 표면  략

과 조직화, 정교화 같은 심층  략을 보다 빈번히 사용하 다. 특히 성 이 낮은 학생들이 

로그램을 경험한 후 심층  략을 의미 있게 높은 수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 검, 조 과 같은 상 인지 략에 있어서는 로그램을 경험한 후에 별 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학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김동일 등(2002)의 연구에 의할 때, 학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보 던 학습 략은 상

인지 략이었다. 이는 메타분석한 연구들의 상이 , 고생도 더러 있지만 주로 상 인

지가 한창 발달 인 등학생이었던 데 비해 본 로그램의 상은 성인인 학생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학생들이 상 인지를 충분히 발달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

생들에 비해 상 으로 발달해있을 학생들에게 상 인지 략의 훈련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아무런 처치가 없었던 통제집단의 경우, 숙달목표 지향과 과제가치와 같은 동기

에서 한 하가 있었다. 통제집단 학생들의 사후검사에서의 동기가 사 검사에 비해 

하된 상과 련하여 한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사 검사가 학기 에 실시된 데 비

해 사후검사는 학기 말에 실시되면서 학생들이 처한 학업상황이 다르다는 을 고려해볼 만

하다. 몇몇 학생들과의 비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학기말의 상황은 여러 과목의 여러 과제

물을 제출해야 하고 곧 이어 있게 될 기말시험에 비해야 하는 복잡하고 힘겨운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이 학업과 련된 학생들의 동기를 하시키는 요인으로 추

정된다. 이처럼 반 인 동기 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실험집단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

습동기가 하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행 수 을 보이며(Pajares, 1996;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박승호, 1995; 김 미와 김아 , 1998), 인지 , 상 인지  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끈기를 보이며(Pintrich & Garcia, 1991), 자신의 수행에 해 높은 

기 와 학습과제를 더 가치롭게 여긴다(Meece, Blumenfeld, & Hoyle, 1988)는 것이 여러 경

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왔다. 학생들을 상으로 한 Miller 등(1993)과 한순미(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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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목표설정, 인지 략, 상 인지 략

을 더 많이 사용하 다. 이러한 에 비추어볼 때 본 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가됨

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도 행동조 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시간 리를 로그램에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수 은 아니지만 사후검사

에서 사 검사에 비해 더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를 추정하건 , 여러 과제물과 

시험의 압박을 받는 학기말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간 리 상태를 검해 보았을 

때 이 에 비해 보다 부정 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

의 략 사용은 등학교와 , 고등학교의 오랜 시간을 거쳐 오면서 그들의 행동목록 속에 

확고하게 구축된 것이라 변화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Pintrich 등(Pintrich, Marx, & 

Boyle, 1993)의 주장도 음미해볼 만하다. 사실상 Hattie 등(1996)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학

생들은 , , 고 학생들에 비해 학습 략 로그램으로부터 더 게 도움을 얻었다. 이러

한 논리를 따를 때, 학생들의 실제 인 략 사용은 어린 학생들에 비해 변화하기가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어 로그램의 길이와 시간에 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의미 있는 성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의 성  변화란 로그램을 경험하기 직  학기의 성 과 로그램을 경험한 학기의 성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로그램이 학업성 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로그

램을 경험하는 에 당장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로그램을 

통해 지도한 학습 략이 학업성취에 즉각 이고 직 으로 향을 미치기 어려운 심신 리 

략 등 거시  략이 지 않았다. 심신 리 략은 두뇌 활동을 진시키기 한 식생활, 

운동, 수면 리 등에 한 내용이었던 터라 학업성 을 증가시키는데 미치지 못한 이 있

었다. 학습 략 로그램의 효과가 학업성취의 증진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성  향상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시  략들을 학습해야 할 내용 속에서 구체 이고도 반복 으

로 가르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로그램 실시 후 의견조사를 통한 질  자료의 분석에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략 로그램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히 유지시켰으며, 로그램의 내용 가운

데 ‘동기’에 한 내용을 학생들은 가장 흥미 있어 했다.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내용으

로는 ‘식생활과 건뇌식’을 들었고 이어서 ‘동기’와 ‘시간 리’ ‘기억술’ 순이었다. 특히 행동조

 략 가운데 하나인 ‘시간 리’는 로그램을 경험하기 직 과 직후의 검사에서 나타난 

양  자료의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질  자료의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억술’, ‘시간 리’, ‘읽기’, ‘쓰

기’ 가 유능한 학습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수업이나 학습에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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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내용이었다고 극 으로 지 하 다. 이러한 단원들에서 다룬 략들은 미시 이

고 구체 인 략들로서 향후 학습 략 로그램 개발 시 보다 집 으로 다루어야 할 내

용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이 로그램은 오 라인의 수업에서의 강의와 약간의 조별 토의로만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e-class를 병행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활발한 조모임을 가능하게 했던 e-class상

의 온라인 학습 활동에 해 다수의 학생들은 매우 정 인 반응을 보 다. 학생들은 

오 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용하거나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과제물을 완성해갔다. 특히 오 라인 수업에서는 제한 으로 이 질 수밖에 

없었던 동학습이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동학습으로 이어져 학습이 

더욱 심화, 확 되는 기회를 갖게 하 으며 학생들로 하여  학습활동에 한 만족감도 높

여  것으로 보인다. Shunk와 Zimmerman(1998)도 온라인을 통한 학습은 동료 학생들과 

동학습을 할 수 있고 자기 찰을 할 수 있으며 교수의 부재시에도 높은 수 의 자기조 을 

하길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략의 교수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 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학습 략 로그램의 개발  운 에 있어서도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동학습의 형태가 가미됨으로써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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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2)Soon-Mi Han*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nd testing of its effects through on-line and off-line instruction-learning.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of rehearsal, organization, and elaboration strategy in experimental 

group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y also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academic self-efficiency in the end of school term which deteriorate motivation. But 

students of experimental group didn't show significant improvement of behavioral regulation 

strategies and grade. 

College students had an interest in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They pointed 

that units of mnemonics, time-management, reading, writing, concentration, and motivation 

were very helpful to become a efficient learner, and so they would like to apply them to other 

learning situations. Most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about on-line cooperative learning. It 

seemed on-line cooperative learning enriched learning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Key words: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development, 

on-line and off-line instruction.

*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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