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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기조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 해서는 자기조 학습에 한 이론  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행동주의, 상학  근, 정보처리이론, 사회인지이론, 구성주의이론 등

에서 자기조 학습의 핵심 과정으로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이 학습자 자신의 평가과정이다

(Zimmerman, & Schunk, 2001). 학업 성취도가 낮은 부분의 학습자들은 성취도가 높은 학습

자들에 비해 상 으로 자기 평가를 잘 하지 못한다(Hacker, Bol, Horgan, & Rakow, 2000). 

엄 한 의미에서 모든 학습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조 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능 으로 

자기조 을 하는가 혹은 역기능 으로 자기조 을 하는가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요소는 학습

에 한 자기 평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능 으로 학습을 잘 해내기 해서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효율 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Zimmerman, 1998). 상 으로 학업에 부 응

하는 학습자들은 비효율 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통제 한

다(Bandura, 1997). 선행 연구에서 지 되는 비효율  평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기평가의 구조  문제이다. 즉, 기존의 자기조 학습 로그램에서는 

자기 평가의 방식이 체로 성찰 노트의 형식으로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일부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많아 복잡하다(김형수, 김동일, 2007). 둘째, 평가가 사후(reactive)에 이루

어진다는 이다. 자기조 을 실패하게 되는 학업 수행의 특징은 성과가 산출된 후에 그 결과에 

맞춰 자기조 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상 으로 미리(proactive) 평가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자기 능력에 기 한 정한 목표 수립, 략 계획 세우기, 일 성 유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기 

쉽다. 즉, 사후 평가에 기 해 자기조 을 하는 학습자는 자기 이해에 기 한 기 선 정보가 부

족하게 되며 따라서 학습 목표를 구체 으로 세우기 어렵다. 그리고 이때의 성취도 결과는 상

으로 불만족스러우며, 방어  반응을 유발하고, 학습자로 하여  결과를 자기 능력에 귀인하

게 하는 경향이 있다(Zimmerman, 1998). 

이상의 내용은 자기조 학습에서 효과 인 평가체계를 갖추기 해 두 가지 요소가 새롭게 

요구된다는 을 보여 다. 첫째로 자기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간명하고 객 인 지표이다. 

자기 평가 지표의 간명성은 평가 자료의 계량화를 요구한다. 계량화된 평가 자료는 자기 평가 

결과의 추이를 시각 으로 악하는 것이 용이하며 개인 간 비교에 객 성을 높임으로써 왜곡

된 자기 평가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기조 학습 로그램의 구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김형수, 김동일, 2007)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 로그램의 평가방식은 거의 학습행동에 

한 학습자 자신의 주 인 일지 기록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평가의 방식이 구조화되어 있

지 못하다. 노트작성 형식의 자기 기록은 모범 노트가 제시되기는 하나 학습자의 주  기록을 



통해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학습자가 기본 인 자기 평가 능

력이 부족할 경우, 평가 항목에 한 학습자의 개인 내  추이 비교나 객 인 개인 간 비교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에서 실시된 자기조 학습 로그램들은 등학생부터 용되

고 있는데 상 으로 자기 인식능력이 부족한 등학생들의 경우 일지 작성 형태의 자기 평가

는 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보고된 것들 가운데 ․ 등생을 상으로 한 일지 작성의 

효과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자기조 학습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존의 자기평가 방식이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용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반복된 평가이

다. 평가체계는 반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 체계

는 반복 평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가 정보의 기능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선행 평가는 후행 평가의 기 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된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진 도

를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행 향상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자기조 학습 로

그램들 역시 반복 인 평가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로그램들의 평가 체계는 평가 과정

에서의 개인 내 진 도와 개인 간 비교 정보를 계량화된 방식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단 을 지니

고 있다(김형수, 2007). 이러한 한계는 평가의 빈도에 한 구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

움이 따른다. 선행 연구(황정규, 1998)에서는 학업수 이 상 으로 낮은 경우, 평가 빈도를 높

일수록 동기를 강화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평가의 주기나 빈도에 한 정량에 해서는 

구체 인 보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복된 평가 체계에서 계량화된 평가 결과의 제공은 한 

평가의 주기나 빈도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 즉, 비구조화된 자기 평가 방식을 체하면서 개인 내 평가와 개인 

간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간명한 변인으로서 인지  효율성을 상정하 다. 인지  효율성 개

념은 동일한 수행을 해 투입된 정신  노력이 학습자마다 다르다는 것에 기 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Paas & Van Merrienboer, 1993). 즉, 실제수행과 학습자 개인의 정신  노력 간의 계

를 기 로 한 것으로 를 들면, 인지  효율성이 높은 경우 상 으로 더 은 노력으로 동일

한 수행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련 연구에서는 인지  효율성 평가를 통한 학습 행동 

조 이 인지  변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lyuga & Sweller, 2005). 인지  

효율성은 간명한 조작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객  평가에 한 주  평가가 조합되어 있

어 학습자 간에 차이를 보이는 자기평가 인식을 반 한다. 따라서 개인 내 평가와 개인 간 평가

에 계량 으로 용하기가 용이하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와 문제제기에 기 해 학습자가 개인 내  개인 간 참조 형태의 

성취도 평가를 반복 실시하고 그에 한 난이도 인식에 기 하여 인지  효율성을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자기 평가 체계를 용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조 학습

행동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때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진하기 해 웹을 기반으



로 한 로그램을 활용하 다. 웹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의 구성은 자기-평가에 한 사회  

반응에 해 평가 인 심을 최소화하는 평가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측정

이 가능하게 된다(김동일 외, 2006; Bandura, 1997). 웹 기반 로그램은 학습자가 개별 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평가에 한 사회 인 심을 덜 의식하게 함으

로써 정확한 자기 평가를 하기 해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임철일, 2001).  

이상의 내용에 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정하 다. 

첫째, 반복된 계량  자기 평가 체계를 용한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로그램에서 인지  

효율성의 즉시  평가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반복된 계량  자기 평가 체계를 용한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로그램에서 인지  

효율성의 즉시  평가 효과 추이는 어떠한가?

Ⅱ. 

인지  효율성은 동일한 수행을 해 투입된 정신  노력이 학습자마다 다르다는 것에 기

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며 정신  노력 비 수행 결과의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  구인이

다(Paas & Van Merrienboer, 1993). 이론  가정에 기  할 때, 학습자의 인지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 동일한 목표 수행에 요구되는 노력이 상 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 동일한 

노력으로 더 나은 수행을 이룰 것으로 보았다. 이론  가정을 밝히기 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지

 효율성 수 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조 하게 되며, 인지  효율성이 높을수록 학습내

용에 한 기억수 이 향상되고 상 으로 인지  부하감 즉, 과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인식은 

상 으로 어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lyuga & Sweller, 2005).

본 연구는 비구조화된 자기 평가 방식을 체하면서 개인 내 평가와 개인 간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간명한 변인으로서 인지  효율성을 상정하 다. 이를 해서 인지  효율성에 한 조

작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인지  효율성은 그 개념상 학습자의 정신  노력에 한 주  

평가로써 인지  부하감과 객 인 수행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 인 산출과정은 두 가지 

과정 즉, 1) 평가 결과와 평가 내용에 한 학습자의 난이도 평정치를 획득한 후 2) 난이도 인식 

비 평가 결과의 형태로 수리  계산을 거치게 된다. 기에는 객 인 수행 수와 인지  부

하감을 각각 Z 수로 표 화하여 둘 간의 차이 값으로 인지  효율성을 산출하기도 하 다

(Kalyuga et al., 2001). 이러한 산출 방식은 수행 결과와 인지  부하감에 한 평가 결과를 최종 



처치 후에 종합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자기조 학습 과정

에서 반복 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산출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를 해 학습수행 결과를 해당 학습수행에 한 학습자의 인지  부하감으로 나 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최 에 제안된 방식에서 변화되기는 하 으나 이 산출방식은 인지  효율성이

라는 구인의 핵심 특성 즉, 인지  부하감이 높아질수록 인지  효율성은 어들며 반 로 인지

 부하감이 낮아질수록 인지  효율성은 높아지는 성격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

출 방식은 E-러닝의 학습효율성을 향상 여부에 한 지표로써 인지  효율성을 활용한 다른 연

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Kaltuga, & Sweller, 2005). 

이와 같은 인지  효율성 개념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자기조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자

기평가 지표로써 유용할 수 있다. 첫째, 산출이 간명하다. 학습자 자신의 인지  부하감에 한 

리커트 평정치와 여기에 개 인 수행 결과 평가치만 있으면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객  평가에 한 주  평가가 조합되어 있어 학습자 간에 차이를 보이는 자기평가 인식을 

반 한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조 학습에서 주로 쓰이는 주 인 자기성찰 노트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게 된다. 셋째, 자신 주  평가인 동시에 객 성을 지닌다. 인지  효율성은 객 인 

수행 결과의 평가치를 고려하되 이에 한 학습자 개개인의 주 인 자기평가를 반 하고 있

기 때문이다. 넷째, 앞서 제시한 연구에서와 같이 과제 수행 행동에 한 자기 조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단순히 반복 평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  수행결과와 그에 한 주  인식

을 함께 반 함으로써 과제에 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평가의 개념은 기본 으로 기능에 한 내용을 함의하며, 가장 근본 인 수 에서 평가 기능

에 한 논의는 학습자에 한 이해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김형수, 

2007). 일부 특성 면에서 학습자들 간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동시에 유사성도 지닌다. 따라서 이

러한 차이 과 유사 을 식별하는 방법 즉, 평가 체계 없이는 학습자에 해 우연의 수 을 넘어

서는 정확한 측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Gelso & Fretz, 2001). 물론 학습자에게 직  물어보

거나 찰하여 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개인을 잘 이해하기 해서는 체집단에 

한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Gelso & Fretz, 2001). 이는 학습자들이 규 인 에서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며(Eggen & Kauchak, 2003), 따라서 개인 내 으로 강 , 

약 ,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 략에서 평가 자체는 동기를 강화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보 교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Smith, 1988). 특히, 평가 고, 시기와 빈도, 결과 통지 등에 따라 평가의 효과가 달라진다. 학습

자에 한 평가 고는 비학습의 동기를 학습자에게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평가 빈도의 경

우는 검사 빈도가 잦으면 그만큼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그 결과 성취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

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평가의 주기나 빈도의 정량에 해 확실한 증거는 없다(황정규, 1998). 

평가의 주기 측면에서 피드백 제공 시기와 학습효과에 한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인지  양식

에 따라 즉시 으로 주는 피드백과 지연 피드백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박 희, 1991). 그러나 연구 결과가 일 되지 않다. 다만,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검사활동 보다

도 피드백 활동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피드백을 주는지 여부보

다 어떤 형태로 주는가하는 것이 더 결정 인 향을 갖는다는 것이다(Bruner, 1966; 김형수, 김

계 , 2005). 

평가 피드백의 요성은 사회 인 비교를 통해 자기의 속성을 단한다는 과 련된다

(Weinberg, Gould, & Jackson, 1979). 즉, 래 규 과의 임의 인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신

념의 변화를 래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동기 외에 효능감과 같은 인지  변인의 변화에도 

용된다. 효능감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이 객 인 사회  평가를 자기 이해에 반 하는가 여부

는 타당한 신념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규 의 용 여부가 효능감 평가에 향

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평가 장면에서 동기와 효능감의 변화는 행동을 조 하게 되는

데, 수행에 향을 주는 동기  요인은 효능감의 향에 의해 좌우된다(Bandura, 1997). 이는 자

기조 학습 모형에서 동기와 인지  요소로서 효능감의 상호작용 과정과 일치하며 동시에 이러

한 과정이 평가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다. 사람들은 자기에 한 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실제 자기 능력 는 자원에 해 과도한 신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즉, 자기이해가 

부정확할 경우, 효능감이 수행에 비해 과소하거나 과 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 1997). 이는 평가의 정확성에 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이해를 정확히 하도록 돕는 

측면에서 규  제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은 효능감이 수행과는 독립 으로 변화하며 따라서 수행의 부산물로 

여겨질 수 없다는 이다. 효능감은 부분 으로 지식과 기술에 한 주  단에 근거하여 형

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램을 통한 실질  개입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학습 기술들은 학습

자의 효능감 가운데 은 변량만을 설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Bandura, 1997). 이러한  

때문에 학습자의 주 인 평가 과정이 처치와는 별개로 학습자의 심리내  기제를 거쳐 성과

에 자체 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로그램의 특성에 기 하여 평가체계의 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설계 략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조  학습의 선행 요소

인 인지조 과 동기조 을 평가하는 검사 시스템의 구성부분을 강조한 강선경(200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연구의 맥락상 평가체계의 강조는 자기조 학습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조  수 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구성 설계에

서는 학습자를 심으로 학습자 정보, 학습  평가자료 DB, 그리고  학습  평가 자료를 학습

자에게 송하기 한 웹 서버의 구  등과 같은 매우 실제 인 측면에 을 맞추고 있다. 강

선경은 특히 평가 도구 문항의 구성에 있어 Zimmerman의 인지조   동기조 에 한 연구에 

기 해 인지조 검사의 경우, 정교화, 계획성, 조직화, 검성 등의 네 개 요소에 한 문항을 

구성하 으며, 동기조 검사의 경우는 숙달목 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성 등의 세 개 요

소에 한 문항을 구성하 는데, 두 검사의 문항 요소들은 양명희(2000)의 자기조 학습 구조분

석에서 제시한 인지조   동기조 의 하  요소와 유사하다. 강선경(2003)이 자기조  학습의 

선행 요소인 인지  동기조 에 해 제시하고 있는 강화된 평가 체계는 평가와 처치의 연계에 

기 한 학습의 에서 볼 때, 로그램의 평가 항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웹 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자기조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의 설계 략에 해 

언 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매체를 용할 때 구 되어야 할 요소들을 심으로 설계 

략을 언 하고 있다. 신민희(1999)는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의 구성 략을 제시하고 있다. 

신민희(1999)가 제시하고 있는 로그램의 구성 략에는 6가지 즉, 1) 학습자의 략  행동능

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내용 제공, 2) 확신 키우기, 3) 모델링-코칭-용암(Modeling-Coaching-Fading) 

방법의 사용, 4) 략에 한 정보제공, 5) 자기반 (self-reflection) 진을 한 질문하기, 그리고 

6) 학습 지도 혹은 조력 활동 제공 등이 포함된다. 신민희(1999)가 제시한 설계 원리들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기 이나 틀에 의해 자기조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의도 으로 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자의 략  행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내

용 제공, 모델링-코칭-용암 방법의 사용, 략에 한 정보제공, 자기반  진을 한 질문하기, 

그리고 학습 지도 혹은 조력 활동 제공 등은 임철일(2001)이 제시한 설계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 평가 요소를 담아낼 자기조 학습 로그램의 설계 모형은 Winne과 

Stockley(1998)가 제시한 것에 기 하고 있다. 자기조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거치게 되는 일련의 체계는 학습활동 반에 걸쳐 학습자가 용하게 되는 패턴화 된 인지  

작동과정으로 볼 수 있다(Rumelhart & Norman, 1978). Winne과 Stockley 모델(1998)이 기 하



고 있는 정보처리 모형은 특히 상 인지수 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에 을 두고 있으며 

자기조 학습의 3가지 필수 단계와 1개의 선택 단계로 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는 과제 인식(과제 역에 한 이해와 추론, 과제 역에 한 흥미와 효능감, 략에 한 

지식),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한 략사용( 략사용의 성을 결정하는 조건  지식), 그리

고 선택 단계인 략의 수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목표설정 단계와 목표달성 단계 후

로 략 활용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로 일 형태의 학습자 정보를 반복 으로 

산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로 일링 되는 내용이 평가의 내용이 된다. 의 내용과 

함께 김형수와 김계 (2005)는 구체 인 평가 내용과 방식을 덧붙여 학업상담을 한 수정된 모

형을 제시하 는데 그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Ⅱ-1]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로그램의 설계 모형

이 모형은 정보처리이론에 기 해 자기조  로그램 구성 요소들 간의 데이터 흐름도를 제

시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자기조 학습은 행동 인 측면에서 자신

의 학습행동을 통제하고 조 하는 과정이 강조된다. 이런 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진 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잘 구 되어야 하는데, 구 의 기본 원리는 기존의 교수 설계 분야

에서처럼 목표와 수행간의 불일치를 평가하는 과정과 이에 해 사용자 메뉴 상에서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구 할 수 있다(임철일, 2001). 



[그림 Ⅱ-2] 자기조 학습 략 훈련 로그램의 평가 결과 제시 화면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자기 평가를 구 한 평가시스템은 인지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 어 성취도 문항  문항 난이도 측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한 피드백

은 피드백 방식에 한 기존 연구(강선경, 2003; 임철일, 2001)에 기 하여 성취진도는 막 그래

 형식으로 개인 간  개인 내 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 제시하 다. 

Ⅲ. 

본 연구에서 로그램의 용 상 학령, 용 교과목, 로그램 용 시간  회기 수 등은 

자기조 학습에 한 메타분석 연구(김형수, 김동일, 2007)에 기 하여 결정하 다. 메타분석을 

통해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소별로 효과크기를 살펴본 본 결과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을 용

한 후 학습자의 행동  역과 정의  역에서 향상 비교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에서는 등학교 고학년과 학교 용 시에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과제 특성에서

는 수리와 언어 역에 용 했을 때, 상 으로 큰 효과를 나타냈다. 용 역, 학업 수 , 

그리고 용 과목의 하 범주별로 모두 간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반면, 학교 에서는 

등학교 고학년과 학교 학습자에게 용한 경우 다른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

교 은 간 이하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수업 처치 측면에서는 4주 이내 혹은 6주 이상의 

용 기간과 11-20회기 정도의 용, 그리고 학교 이 낮을수록 수업 시간과 일치하는 회기 시간

을 운 할수록 효과크기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 하여 본 연구의 상

은 경인 지역 소재 학교 1학년 남녀학생 54명(남학생 26명, 여학생 28명)을 상으로 하 으

며, 이들을 상으로 2008년 3월부터 4주에 걸쳐 자기조 학습 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연구 상은 자기조 학습에서 인지  효율성의 반복 평가 향을 비교 확인하기 해 



비교집단 30명(남학생 14명, 여학생 16명)과 실험집단 24명(남녀 학생 각 12명)으로 나 었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은 모두 어교과목에 한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로그램을 4주 20회기

에 걸쳐 실시하 다. 비교집단에 한 평가는 피드백 없이 사 -사후 검사만을 실시하 으며, 

실험집단은 성취도 검사와 난이도 평정을 매주 한 번씩 총 4회 실시한 후 매 회 로그램 상에서 

평가결과의 개인 간 비교치  개인 내 변화치에 자기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하게 하 다. 연구

상의 자기조 학습 행동과정에 해서는 사용자 기록(log file)을 분석하고, 성취도 평가 문항에 

한 반응 충실도 등을 검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본 연구에 활용된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략 훈련 로그램 자료는 학교 1학년 ‘ 어’ 교과

목 내용을 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어교과목에 용한 자기조 학습 

효과가 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학습 자료의 내용을 웹 보조 형식으

로 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교  리 알려진 학교 교재의 

내용을 심으로 직 교사 2인의 감수를 거쳐 학습 자료를 구성하 다. 이 학습 자료  평가검

사는 기 개발된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로그램에 실어서 운 하 다(김형수, 2007). 학습 자료가 

실린 자기조  로그램은 국내 청소년들을 상으로 자기조 학습의 구조 분석 연구(양명희, 

2000)를 통해 밝 진 바에 따라 인지(인지 략, 상 인지 략), 동기(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숙달

목  지향), 행동(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학업시간 리) 조 의 세 차원의 8개 하  요인을 고려

하여 개발된 것이다. 활동 내용은 인지조 과 행동조 에 이 맞춰졌다(김형수, 2007; 임철일, 

2001).그리고 자기조 학습 로그램 환경 하에서 구 된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그램 사용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학습 략 활용 수   성취도 수 을 평가하 다. 매번 로

그인하여 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때마다 자신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학습했는지를 볼 수 있

도록 학습 진도 메뉴를 구성하 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측면, 즉 화면의 임을 구성하고 있

는 버튼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학습 자료의 내용이 단선 이며 계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목차를 제시하는 화면은 배제하 으며, 메뉴의 배열은 화면 좌측에 제시하 다. 주요 

기능 버튼들 가운데 ‘자기평가’ 메뉴를 두어 학습 략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와 인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어 성취도 문항  문항 난이도 측정 기능을 포함시켰다. ‘단원학습’은 교과목의 내용

을 정리한 것이며, ‘확인학습’은 교과목 내용에 기 한 심화 학습 자료이다. ‘단원학습’과 ‘확인학

습’자료는 텍스트  표 형식으로 2단 정리하여 제시하되, ‘심화학습’자료는 학습자가 다운로드하

여 별도의 화면을 열거나 혹은 출력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학습 검’은 학습자 자신

이 학습한 경로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 한 일종의 로그 일(log file) 기록으로 메뉴 



사용 경로, 사용시간, 사용 빈도 등을 사용 시간 순으로 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기능을 구 하

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기능은 학습내용  방법과 기타 질의사항을 교사  동료에게 질문

하거나 답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 다. 평가  체 학습 자료는 로그램 시작 에 연구자에 

의해 서버에 업로드 되었으나, 연구 상간의 로그램 활용에 유사성을 확보하기 해 평가  

학습 자료는 학습요일과 연동되도록 구 하 다. 따라서 평가  학습내용은 해당 요일별로 나눠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학습 자료에 한 복습이 가능하게 구 되었다. 

평가 도구는 어 과목 학업성취도 검사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학습 자료에 한 학습성취

도 검사 문항은 해당 교과 내용을 다룬 비교  리 알려진 문제 은행에서 추출하여 직 교사 

2인의 감수를 거쳐 객 식 형태의 각 20문항씩 4회분을 제작하 다. 학습 자료를 활용한 자기조

학습 과정은 총 4주에 걸쳐 20회기가 실시되었다. 실험기간 동안 학습자들은 월요일에서 요

일까지 주 5일 동안 방과 후에 웹 기반 자기조 학습 로그램에 속하여 1시간미만의 분량으

로 만들어진 어 교과목 학습내용을 자율 으로 학습하 다. 성취도 검사 두 번째 주부터 매주 

요일마다 실시하 다. 학습 략 검사  성취도 평가는 매회 60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어 성취도 평가 후 바로 이어서 학습자의 과제 곤란도 인식을 측정하 다. 과제 곤란

도 인식 문항은 ‘매우 쉽다’에서 ‘매우 어렵다’ 까지 7  리커트로 반응하도록 하 으며, 이 응답 

결과 값으로 성취도 수를 나눠 인지  효율성 값을 산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인지  효율성의 자기 평가라는 요소의 효과를 밝히기 한 것이므로 통제

집단이 아닌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 설계를 선택하 다. 따라서 비교

집단과 실험집단 개별 처치의 기본 인 효과성에 한 검증을 우선 실시하여 처치타당성의 확

인 한 후, 실험집단  비교집단 간 차이 분석과 실험집단의 추이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실시되었다.

첫째, 비교집단  실험집단 각각의 처치에 하여 효과크기 산출을 실시하 다. 처치 타당성 

확인을 해 산출된 효과크기는 기존의 자기조 학습 로그램들의 효과크기 값과 기술  수

에서 비교하 다. 효과크기 산출은 로그램 실시 후 집단별로 사 -사후 성취도 결과의 평균 

 표 편차 값을 가지고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 다. 효과크기 값은 기존의 자기조 학

습 메타분석 결과와 기술  수 에서 비교하 다. 둘째,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 -사후 집단 



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여 인지  효율성의 자기 평가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집단 내 사 -사후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셋째, 

인지  효율성이 자기조 학습을 향상시키는 자기평가 지표로써 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반복 평가된 실험 집단의 인지  효율성 변화 추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회차 간의 세부 차이보다는 반복된 자기평가의  효과를 고려한다는 에

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따른 개별 회차 간의 세부  차이를 살펴보기 한 추후검증은 실시하

지 않았다. 

Ⅳ. 

자기조 학습 로그램을 용하기 에 연구 상 집단의 성취도, 난이도 인식, 그리고 인지

 효율성에 한 동질성 검증과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세 항목에서 모두 동질성 

검정 통계량이 유의수 을 상회하여 집단의 동질성에 한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으며 집단

이 서로 동질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 간 평균 차이분석 결과 세 항목에서 모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사  비교-실험집단의 동질성 검증  평균차이

로그램의 용 효과 확인을 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살펴보

았다. 성취도 수 상으로 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취도 결과의 평균  

표 편차 값을 가지고 각 집단별로 사 수 비 사후 수의 효과크기를 산출하 다. 실험집단

은 4회째 평가 수를 사후 수로 하 다. 본 연구에서 비교집단은 .66의 간 정도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실험집단은 .85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표 Ⅳ-2> 실험집단의 성취도 효과크기 

사후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성취도, 난이도, 인지  효율성 평균 비교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산술 으로 실험집단에서 사후 성취도 수 증가와 난이도 인식 감소에 따른 반 인 인

지  효율성 수의 개선이 나타났다. 평균차이 분석 결과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성취도

(t=-2.87, p<.05), 인지  효율성(t=-4.03, p<.0.01)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난이도

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23, p>.05). 

<표 Ⅳ-3> 사후 비교-실험 집단 간 성취도, 난이도, 인지  효율성 평균 비교

반복 평가의 용 방식에 따라 인지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실험 집단 내 효과 추이를 비교하 다. 분석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제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여 인지  효율성의 평가 회차 간 차이

의 유의성을 확인하 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 내 비 검정을 통해 인지  효율성의 추이 

형태를 확인하 다. 

우선, 인지  효율성이 반복 평가 회차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다변량 검정을 

통해 확인하 다. 검정결과 Pillai의 트 이스를 포함한 다른 효과 검정량의 유의확률이 .05 미만

이었다. 이는 인지  효율성이 반복 평가 과정에서 평가 회차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 음을 의

미한다(표 4). 개체 간 효과 검정에서도 유의한 결과(F=42.22, p<.001)를 나타냈다(표 5).  



<표 Ⅳ-4> 다변량 검정

<표 Ⅳ-5> 개체 간 효과 검정

평가 방식의 차이에 따라 성취도 변화 추이가 각각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개체 

내 비 검정을 실시하 다. 검정 결과 선형(F=7.51, p<.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1, 2차에 비해 3, 4차가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  효율성 변화의 추이 형태

는 상승하는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Ⅳ-6> 개체 내 비 검정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인지  효율성의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

림 1과 같다. 

[그림 Ⅳ-3] 인지  효율성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그림에서와 같이 집단 구분에 따라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변 평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반복 평가에 따라 인지  효율성 추이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Ⅴ. 

본 연구 결과에 한 요약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집단 별 효과 크기는 본 연구에서 비교집단은 .66의 간 정도 효과크기를 나타냈

으며, 실험집단은 .85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학생 상 자

기조 학습 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59이다(김형수, 김동일, 2007). 따라서 로그램 사용 

자체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체 학교 에 한 자기조

학습 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73이다(김형수, 김동일, 2007). 따라서 인지  효율성에 한 

반복된 자기 평가를 실시한 본 로그램의 효과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추가 으로 실시

한 집단 별 사 -사후 평균 비교 분석 결과 비교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성취도 수의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후 비교-실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취도와 인지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한 

상승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처치는 비교집단 처치에 비해 인지  효율성 자기 평

가의 회수가 2회 많고 그 결과를 자신이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한 이다. 산술  수 에서 성취

도 수 증가와 난이도 인식 감소에 따른 반 인 인지  효율성 수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난이도 인식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해서

는 단정 인 결론을 내리가 어렵다. 다만 결과 설명을 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수 이 상 으로 낮은 경우, 평가 빈도를 높일수록 동기를 강

화한다는 보고가 있다(황정규, 1998). 그러나 앞서 밝히 바와 같이 평가의 주기나 빈도에 한 

정량에 해서는 구체 인 보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드백의 제시형태에 해서는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runer, 1966; 임철일, 2001). 이러한 몇 가지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로그램의 효과 자체가 정한 을 동시에 감안할 때, 난이도 인식의 변화가 었던 

것에 해서는 실험집단의 시행 회수가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하 던 것일 수 있

다. 둘째, 난이도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인지  효율성에서는 두드러진 변화로 나

타날 수 있다는 이다. 난이도 인식과 성취도의 결합으로 산출되는 인지  효율성의 특성상 성

취도 수 이 같다하더라도 난이도 인식의 작은 변화는 인지  효율성의 변화 격차를 넓힐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난이도 인식 자체의 통계  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

도 인식 비 성취도로 산출되는 인지  효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



표의 기능은 단일 변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포 한다는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

는 인지  효율성이 지표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을 시사한다.  

셋째, 자기 평가 체계 하에서 인지  효율성 추이를 집단 내 비교한 결과, 반복 시행에 따라 

인지  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효율성이 산출과정에서 이미 성취

도를 내포하는 변인이므로 성취도의 변화는 인지  효율성과 변화를 같이 한다. 평가의 반복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의 결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인지  효율성의 반

복 평가 과정에서 인지 인 부하감이 다소 어들고 따라서 동일한 성취도에 해서도 상

으로 더 쉽게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인지  효율성의 반 인 증가 추이는 

인지  효율성이 그 간명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 한 선행 평가 지표로서 유용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반복된 자기 평가 체계에서 계량화된 개인 내 비교 정보의 제공은 자기조 학습의 효과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화된 반복 평가 체계 안에서 자신의 평가 결과를 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로그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조 의 핵심 과정이 학습자 

자신의 평가과정인 만큼 이때 비효율 인 측은 학습자의 비효율  평가에서 비롯된다

(Zimmerman, 1998).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 내 비교가 배제된 채 사회  비교만으로 평가가 이

루어진다는 을 비효율 인 평가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지 하고 있다(Bandura, 1997). 일반

으로 성공에 한 인식은 수행 결과에 한 객  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학습자가 사용하는 개인 인 기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의 수행에 한 

과소 혹은 과 한 평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비효율 인 평가를 할 때, 개인내  비교가 

배제된 평가의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습자는 지속 인 학습 수행에 있어 

효능감을 잃게 되거나 학습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Zimmerman, & Kitsantas, 1996). 즉, 평가 자

체의 기능에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평가 체계의 구성이 개인 내 비교와 개인 

간 비교를 모두 고려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학습자의 동기와 효능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반복된 자기 평가 체계에서 계량화된 개인 내 비교 정보의 제공은 자기조

학습의 평가 체계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평가 자체가 처치로서 학습 효과에 향을 미치게 되는 기제는 학습자로 하여  문제의 악

이나 수용을 돕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일 수 있다. 평가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정

상성(normality)에 한 인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에 해 객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학습 과정에 임하는 학습자의 태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얻게 되는 임상  이익에는 직 인 것과 간 인 것이 있다. 우선 직 인 이익은 

학습자가 느끼는 고립감을 이며, 자기이해  자각, 자존감, 희망감 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다. 그리고 간 으로는 평가 피드백이 상호 존 감과 상담에 한 동기를 높여서 학습자가 학



습과정에 보다 능동 으로 참여하도록 진한다(Finn, & Martin, 1997).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인지  효율성의 자기 평가와 이에 한 피드백 과정이 처치타당도 측면에서 요하게 

다 져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정보처리 모형에 기 한 자기조 학습 로그램의 설계 모형을 제시하

으며, 효과측면에서 모형의 타당성을 함께 제시하 다. 평가체계의 제공 방식과 구  측면에

서 궁극 인 책임은 평가제공자인 교수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김형수, 2007). 그리고 웹

을 기반으로 자기조 학습 로그램을 구 하는 과정은 평가를 처치로서 기능하도록 구 하는 

교수  과 의도 인 노력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조

학습의 설계 모형은 단선 으로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소를 배열한 기존의 로그램의 형태

를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론  논의에 기 하여 평가 체계를 강화한 설계 모형을 제시하 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지  효율성의 개념은 선행 연구에 기 한 것이다. 그러나 조작  측면

에서 단순하여 다른 연구자들은 이견을 가질 수 있다. 한 난이도 인식의 변화가 지속 인 자기 

평가를 통해 변화할 것인지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하 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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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epeated Immediate Self-Evaluation of Cognitive 

Efficiency in Self-Regulated Learning
1)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repeated immediate self-evaluation 

of cognitive efficiency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this study, 54 middle school students(male: 

26, female: 28) participated in 20 session web-based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for 4 weeks. 

24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30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For the control group, participants' cognitive efficiency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ithout immediate self-evaluation in the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 cognitive efficiency were evaluated once a week and monitored in the 

program. The cognitive efficiency was calculated by scores of participants' achievement tests 

depending on participants' s own rating of the difficulties of achievement tests. We examined 

the effect size of the program, the difference of achievement, difficulties, and cognitive efficiency 

between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We also analyzed the variance of repeated 

measures for trend of repeated immediate cognitive efficiency evaluation. The results were 

followings: First, the effect siz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85 while that of control group 

was .66. Second, the level of achievement and cognitive efficiency for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than those for the control group. However, participants' perceived 

difficultie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linear improvement of cognitive 

efficiency was found for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included participants' repeated 

self-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cognitive efficiency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indexes of learners' self-evaluation on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behaviors.  

Key words: cognitive efficiency, self-evaluation, self-regulated learning, web-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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