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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의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정은이(鄭殷伊)*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247명, 교수 130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노트 필기 전략, 예습과 복습, 교수와 친밀하게 

지내기, 출석 관리 철저하게 하기, 규칙적인 학습 습관, 다량의 독서, 과제 수행 전략, 구체적 학습 계획, 이해와 

외우기 전략, 선배에게 조언 구하기, 시험 관리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수들은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출석관리 철저하게 하기, 수업에 집중하기, 예습과 복습, 노트필기 전략, 질문을 많이 함. 다량의 독서, 자료 수집 

및 정리, 강의 시연, 과제 수행 전략, 교수와 친밀하게 지내기, 수업에 대한 정보 숙지, 프리젠테이션 능력, 반복 

학습, 스터디 그룹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각각 상위 5위 안에 공통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예습과 복습, 노트필기 전략, 출석관리 철저 등을 언급하였다. 넷째,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한 대학

생과 교수의 인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생은 교수와의 친밀한 관계와 규칙적인 학습 습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교수들은 수업 중 질문하기, 자료 정리, 강의 시연, 프리젠테이션 능력 등과 같은 수업관리 전략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향상과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효과적인 학습 전략, 교수, 대학생

* 청운 학교 교양교직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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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효과 인 학습 략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입생의 학습 능력 미비에 한 해결방안의 필요성(Gall 등, 1990)이 부각

되면서 더욱 학습 략에 한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의 학습 략에 

한 심은 보다 거시 으로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Learning to Learn)을 학습함으로써 변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스스로 평생 학습을 해갈 수 있다는 에서도 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강태용, 2002;Devine, 1987). McKeachie, Pintrch, Lin 그리고 Dmiyh(1986)은 교육의 요한 

목표  하나로서 학습자들이 많은 정보들을 효과 으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학습자들은 장기 으로 성공 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학에 합격한 학생은 이미 한 학습 략을 습득하고 구사할 것이라는 기 가 일

반 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심이 되지 못하 다(Dembo & Seli, 2004). 하지만 국제화시 에 많

은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제도를 개 하며, 학생들의 학습역량 개발에 력을 쏟고 있으며(민혜

리, 이희원, 2008), 학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해서도 교수법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법에 한 교육과 훈련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듯 학에서의 학습 기술 훈련을 강화하

고 있는 추세는 학습기술 습득이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체 으로 계획하고 이

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는 기 가 깔려 있다(변 계, 강태용, 2001). 

학습 략은 학습을 보다 효과 으로 하기 하여 학습자 자신이 취하는 모든 방법  사고 

는 행동으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학습기술

에 한 총체 인 개념이다(Gall, Gall, Jacobsen, & Bullock, 1990). 보통 학습 략은 공부기술

(study skills),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라는 용어와 상호 교환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

며 ‘학습자가 의도 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활용하

는 정신  과정’을 일컫는다( 명남, 2003).

학생을 상으로 한 학습 략  기술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학습 기술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Cox, 2001; Mecham, 2003), 학습 기술 훈련이 학생의 학문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향(Davis, 1997), 학습 기술 훈련을 통한 시험불안의 치료 효과 검증

(Kostecke, 1990) 등이 있다. 이 외에 학생에 한 학습 략에 한 국내 연구(김종석, 1995; 

황희숙, 1999;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변 계, 강태용, 2001; 노원경, 2008)들에서는 학에

서의 학습 략 훈련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 장에

서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 교육 로그램 분석과 이론을 바탕

으로 연구되었다는 단 이 있다. 일부 학생들의 요구분석이나 인터뷰 분석을 통해 학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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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수행을 도와  수 있는 학습 략을 실질 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있으나(변 계, 강태용, 

2001; 이은화, 강한나, 2006), 교육 장에서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과 련하여 실질 인 향

을 끼치는 교수의 인식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학습 략에 한 

차이를 보는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학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습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학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 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학습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본질 으

로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을 담당하고 있

는 교수들이 어떠한 학습 략을 효과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들이 수

업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측면에서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

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에서의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을 살펴보고 그 차이 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에서의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교수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에서의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교수와 학생의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인식의 공통 과 차이 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효과적인 학습 전략

일반 으로 학습 략은 공부 략 혹은 학습기술, 학습방략, 인지학습 략 등 복잡하고도 다양

한 명칭으로 불리어졌다(변 계, 강태용, 2001). 학습 략(learning strategy)은 정보의 획득, 

장, 유용화를 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 정보를 기록하고 조직화, 종합, 기억, 사용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Dansereau, 1978; Hoover & Patton, 1995). 한 이와 비슷하게 학

습 략을 학습자가 정보의 약호화 과정에 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학습에 여하는 모든 사고

와 행동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며(Weinstein & Mayer, 1986), 학습을 진시키기 하여 학습

자가 사용하는 정신  조작이며 목표지향 인 구체  행동이라고 언 한 경우도 있다(Jones, B. 

1988). 본 연구에서 학습 략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 해 개인이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조

직화, 정보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 습 과 태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인 계까지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습 략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행동주의

 으로 학습자를 수동 인 존재로 보고, 학습 략을 교수자의 교수방법과 교육과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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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Felder & Silverman, 1988; Printrich & DeGroot, 1990). 둘째는 인지  으로 학

습 략을 인지 략, 사고 략 등과 같은 개념으로 악하여 ‘지식 획득에 있어서 학습자 내부에

서 일어나는 정보처리의 과정’으로 규정짓고 이 정보처리의 과정을 규명하는데 을 두었다. 

이 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인지  과정과 그 과정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데 강조 을 두었다. 셋째는 인지  으로 학습 략을 인지 략, 인지 기술, 

인지 기술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학습에 있어서 배경지식과 략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인지를 계획, 조정, 규제하는 인지 과정(meta-cognitive process)으로 보았다. 이러

한 인지  은 학습자를 능동 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의 두뇌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

주하여 자기 주도  학습의 요성을 강조하 다(박성미, 2009).

행동주의  에서 학습 략에 한 부분의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특

정한 학습 기법, 학습 태도  습 을 찾아내는데 주로 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Dansereau, 

1985). 반면 인지주의  에서는 공부습 , 공부방법, 공부기술이라는 용어 신에 학습 략, 

인지 략, 사고 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이 때, ‘ 략’이란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과제

(thinking tasks)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Nisbet & Shucksmith, 

1986). 

일반 으로 학습 략에 해서 Sternberg(1983)는 집행기술(executive skills)과 비집행기술

(non-executive skills)로 구분하여 집행기술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계획 략, 검 략, 수정

략 등으로 구체 으로 문제인식, 문제해결 검, 피드백 등이며, 비집행기술은 과제를 실제로 수

행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지도화, 비교하기 등을 제시하 다. Kirby(1984)는 학습 략을 미시

략과 거시 략으로 나 어, 미시 략은 과제와 련되며 특정 지식, 능력, 수행과 련되어 교

수 가능한 것이며, 거시 략은 정서 이며 동기  요인에 의해 향 받으며 문화  습의 차

이와 련되어 교수에 의해 변화되기 어려운 략이라고 했다. Weinstein과 Mayer(1986)는 시연

략, 정교화 략, 조직화 략, 이해 검 략, 정의  략의 다섯가지 범주의 학습 략을 제시

하 다.

2. 대학에서의 학습 전략 관련 연구

학에서의 학습 략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세가지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 략 활용 실태나 정책 등에 한 연구들이 있다(민혜리, 이희원, 2008; 강순

화, 이은경, 양난미, 2000; 이은화, 강한나, 2006; Jones, 1991; Dimon, 1994). 이은화와 강한나(2006)

는 공계열간 학습기술에 차이가 있으며 시간 리, 강의 집 , 과제 해결 방안, 시험치는 요령과 

심리  처 기술 등에 한 훈련 요구가 있음을 밝혔다. 한 Dimon(1994)는 읽기와 학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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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수강했을 때 졸업시 이수학 이 더 많았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학생들

의 학습과 련하여 실태 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 마련에 을 맞추고 있으나, 구체 으로 학습

자들이 효과 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 략에 한 부분이 연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학습 략  기술 훈련 로그램 개발  효과에 한 연구들이 있다(김종석, 1995; 황

희숙, 1999; 변 계, 강태용, 2001; 박성희, 배상확, 2008; 노원경, 2008; 한순미, 2006; Kostecke, 

1990; Cox, 2001; Mecham, 2003; King & Jennifer, 1993; Rushing, 1996; Davis, 1997; Jones, D. 

1988).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습 략 로그램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와 같은 정의

 변인  학업성취도에도 정 인 효과를 보 으며, 실험 불안 완화와 학습습  향상 등과 

같은 결과를 보 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학생들에게 학습 략을 가르치는 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학습 략에 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기 조 략을 효과 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

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McKeachie, Pintrich, & Lin, 1985; Pintrich, McKeachie, & Lin, 1987; 

Simpson et al., 1997).

셋째, 학습 략 측정 요소를 밝 내고 검사 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이 있다(변 계 외, 2004; 박

성미, 2009; 변 계, 강태용, 2001; 명남, 2003).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연구와 면  등을 활용하

여 학습 략 요소를 밝 내고 학습기술  략 측정 방법, 학습 략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 

변 계와 강태용(2001)은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시험 리, 자기 리, 읽기, 수업 

참여, 쓰기, 과제 해결, 정보처리 등의 학습 기술의 구성요소를 추출하 다. 명남(2003)은 최상

 성 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을 면 한 결과 효과 인 학습 략으로 계획, 시간 리, 철

한 수업시간에의 참여와 집 , 반복과 시연, 이해 략, 시험 비와 처 략, 노력 조 , 동기

화, 규칙 인 학습 습 , 노트 필기 략, 리포트와 과제 수행 략 등을 제시하 다. 박성미

(2009)는 학습 부진을 보이는 문 학생들에게 효과 인 학습 략의 요소들로 인지 략, 읽기

략, 기억 략, 수업 듣기 략, 리포트 작성 략, 시험치기 략, 자기 리 략, 자원 활용 

략 등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합한 학습 략을 찾고 

이를 도구화하 으며, 검사 도구를 통해 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이상에서 검토한 학생 상 학습 략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학습 략 로그램 개발, 

검사 도구 개발  효과에 치 해 있고,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학습 략 인식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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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

성  별
남 109 83.9

여 21 16.1

직  급

전임강사 23 17.7

조교수 36 27.7

부교수 51 39.2

정교수 20 15.4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해 개방형 설문을 2010년 3월 충남

의 C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 247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이들은 교양과목으로 ‘생활

어’와 ‘심리학 개론’, ‘교육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수업 에 설문에 응답하 다.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배경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황 

구 분 명 %

성  별
남 137 55.5

여 110 44.5

학  년

1 59 23.9

2 78 31.6

3 63 25.5

4 47 19.0

전  공

인문 사회 55 22.3

이공 73 29.6

방송 예술 71 28.7

호텔 관광 48 19.4

합  계 247 100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교수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해 개방형 설문을 2010년 3월 충남의 

C 학교에 재직 인 교수 13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배경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교수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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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인문사회 30 23.1

이공 46 35.4

방송예술 36 27.7

호텔관광 18 13.9

합  계 130 100

2. 분석 방법

학생과 교수들은 각각 ‘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인 학습 기술 혹은 략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개방형 질문을 주고 이에 응답한 진술문을 본 연구자와 교육심리를 공한 

박사 1명이 독립 으로,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인 내

용분석을 실시하 다. 내용분석이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다(이종성, 2001). 내용분석은 일반 으로 분석 

목 에 합한 범주를 나주고, 분석단 (analysis unit)를 결정하고, 이를 수량화(quantification) 하

는 과정을 거친다(김병성, 1996). 우선 각 응답 내용별로 연구자들은 각각 동일한 내용의 특성들끼

리 분류하 고, 그 후 연구자들 간에 동일 내용의 분류 범주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 다. 분석 방법

은 진술문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비 범주를 만든 뒤 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정미경, 

2007; 최 신, 1999; Spradly, 1980; Stake, 1995)을 사용하 다. 내용이 통합될 수 있는 것끼리 범주

화하여 하나의 주제로 구분하 으며,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내용을 분석하 다(Lincoln & Guba, 

1985). 최종 으로 결정된 분류 범주를 심으로 진술한 내용들에 한 양  분석을 하고자 빈도수

를 산출하 다. 빈도수가 체 2%이상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  진술 내용과 함께 제시하 다. 범주

화 결과에 한 두 명의 연구자 간의 평정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Cohen's Kappa 값을 구한 

결과 Kappa=.93, p<.01로 나타나 평정자간 의견의 합치 수 이 매우 높고, 연구자의 내용분석 결과

가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60; Landis & Koch, 1977)

Ⅳ. 연구결과

1. 효과적인 학습전략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수업에 집 하기(21.4%), 노트필기 략(13.8%), 습과 복습

하기(13.2%) 등을 상 의 순 로 언 했다. 이 세가지 항목이 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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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 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교수와 친 하게 지내기

(10.6%), 출석 리 철 히 하기(8.5%), 규칙 인 학습 습 (6.1%) 등이 그 다음 순 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언 한 효과 인 학습 략을 분석해 보면 크게 수업 리 략, 자기 리 략, 인

계 략으로 나  수 있다. 수업 리 략  수업과 직 으로 련된 것은 수업에 집 하기, 

노트필기하기, 출석 철 하게 하기 등 이었고, 수업과 간 으로 련된 것은 습과 복습하기, 

과제 수행 략 등 이었다. 자기 리 략으로는 규칙 인 학습 습 , 다량의 독서, 구체 인 

학습 계획 세우기, 이해와 외우기 략, 시간 리 등 이었다. 인 계 략으로는 교수와 친

하게 지내기, 선배에게 조언 구하기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데 학생들은 수업 리와 

련된 항목뿐만 아니라 자기 리 략으로 개인 습 과 학습 기술도 많이 언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학생의 인식

순위 범주명 구체적 진술내용 n %

1 수업에 집중
수업 중 교수의 말 집중, 교수가 강조하는 부분 체크, 수업을 

열심히 들음. 수업시간에 졸지 않음. 
240 21.4

2 노트 필기 전략

필기를 잘 함. 수업 중 중요한 내용 따로 적어 놓음, 수업 내

용을 잘 정리함, 중요한 건 항상 메모함, 중요 내용 요약 정

리. 자신만의 요약 노트 만들기

155 13.8

3 예습과 복습

예습과 복습 철저, 관련 문제를 찾아봄. 그날 배운 내용은 그 

날 다시 공부, 수업 후 중요 부분 다시 찾아봄, 수업 전에 미

리 공부할 내용 읽어 봄. 미리 공부하는 습관

148 13.2

4 교수와 친밀
교수님들과 잘 지냄, 교수님과 자주 면담함, 궁금한 것은 교

수님께 질문함, 교수의 조언을 잘 받아들임.
119 10.6

5 출석 관리 철저
수업에 잘 참여, 출석을 잘 함, 성실하게 수업 참여, 수업에 

늦지 않음. 지각 결석 하지 않음
95 8.5

6
규칙적인 

학습 습관

평소에 열심히 공부, 할 일을 미루지 않음,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 규칙적으로 공부. 매일 수업 교재 내용 정리
62 5.5

7 다량의 독서 책을 많이 읽음, 도서관에 자주 감, 전공 관련 서적 봄. 59 5.3

8 과제 수행 전략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레포트, 과제 완벽하게 하기, 과제를 

제 때 잘함, 과제를 충실하게 해결함
54 4.8

9
구체적 

학습 계획 

계획을 세워서 공부함, 실천할 수 있는 공부 계획 세움, 하루 

생활 계획을 잘 세워 실행함.
50 4.5

10
이해와 외우기 

전략

수업 내용을 이해, 마인드 맵 통해 내용 이해, 핵심 포인트 

잘 골라냄. 반복 학습,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외움. 자신에게 

맞는 외우기 전략 찾기.

46 4.1

11
선배에게 

조언 구함
선배들과 잘 어울림, 선배의 조언을 듣고 참고함 32 2.9

12 시간관리
시간 활용을 잘 함, 시간 관리를 확실하게 함. 규칙적인 생활 

패턴, 공부시간 많이 확보
26 2.3

기타

교수의 강의 스타일 파악, 과목에 흥미가 있음, 전공에 대한 

열정, 성실함. 적극적임. 자신감, 자기 계발을 잘 함. 맨 앞에 

앉아 수강 

35 3.1

소계 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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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범주명 구체적 진술내용 n %

1 출석 관리 철저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음.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 120 12.2

2 수업에 집중
교수의 강의 내용에 집중, 수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업에 집

중, 교수의 말을 경청함
109 11.1

3 예습과 복습
수업 전 수업 내용확인, 평소에 미리 공부하는 습관, 수업 후 복

습을 철저히 함. 
105 10.7

4 노트필기 전략
수업 내용의 핵심을 노트 정리함. 강의 내용 녹음하고 기록함. 

중요한 사항 항상 메모
100 10.2

5 질문을 많이 함
수업 중 모르는 부분 항상 질문함.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수업 후 질문함.
93 9.5

6 다량의 독서 다량의 독서, 전공과 관련된 책 많이 읽기. 82 8.3

7
자료 수집 및 

정리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정리. 자료를 디지

털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듬 
70 7.1

8 강의 시연
혼자서 강의 하듯이 알고 있는 것 전달해 봄. 사전에 시험 문제

를 출제해 봄. 친구들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함. 
62 6.3

9 과제 수행 전략 과제를 성실하게 함, 레포트 작성법 알기 55 5.6

10 교수와 친밀
교수와 수업 시간 외 토론. 교수와 친밀한 관계 유지, 교수와 연

구실에서 학업 관련 상담.
43 4.4

11
수업에 대한 

정보 숙지

교수의 수업 진행 방법을 숙지함. 수업 방침과 교수의 의도 정확

히 이해하기
38 3.9

12
프리젠테이션 

능력
프리젠테이션 기술 습득, 발표하는 경험 쌓기 32 3.3

13 반복학습 철저히 반복 학습. 매일 꾸준히 학습, 반복하여 연습 문제를 풀어 봄. 29 2.9

2. 효과적인 학습전략에 대한 교수의 인식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교수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들이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상  순 에 언 한 항목들은 출석 리 철 (12.2%), 수업에 

집 하기(11.1%), 습과 복습하기(10.7%), 노트필기 략(10.2%), 질문 많이 하기(9.5%) 등이었

다. 이 5가지 항목이 체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교수들이 생각하는 효과 인 학습 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다량의 독서(8.3%), 자료 수집  정리(7.1%), 강의 시연(6.3%), 

과제수행 략(5.6%) 등이 그 다음 순 를 차지했다. 교수들이 언 한 효과 인 학습 략  수

업 리 략으로 수업과 직 으로 련된 것은 출석 철 히 하기, 수업에 집 하기, 노트필기 

략, 질문 많이 하기 등이었고, 수업과 간 으로 련된 것은 습과 복습하기, 자료 수집  

정리하기, 과제 수행 략, 수업에 한 정보 숙지, 리젠테이션 능력 등이었다. 한 자기 리 

략으로 제시한 것들은 반복학습, 강의시연, 스터디그룹 활용 등이었고, 인 계 략은 교수

와 친 하게 지내기 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데 교수들은 특히 수업과 직간 으로 련된 요

인을 많이 언 했으며 특히 수업  발표와 극 인 수업 참여를 해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가 

많았다. 

<표 4>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교수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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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학습전략

: 대학생

 학습전략

: 교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습 전략 특성

전명남(2003)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 학습전략

변영계, 

강태용(2001)

대학생 학습기술 

구성요소

Weinstein, 

Zimmerman, 

Palmer(1988) 

학습기술 관련 요인

박성미(2009) 

대학생 학습전략 

하위요소

1
수업에 

집중

출석 관리 

철저
계획

시험관리

(복습, 기억법 

이용, 정보교환, 

내용 점검)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 

(교과서 미리 읽기,

학습에 흥미 갖기)

인지전략

(점검, 조절, 

비판적 검토)

2
노트필기

전략

수업에 

집중
시간관리

자기관리

(시간관리, 학습에 

필요한 도움 구하기)

시간관리

(미루지 않기, 

쉬는 시간 활용)

읽기전략

(맥락 파악)

3
예습과 

복습

예습과 

복습

철저한 

수업참여와 집중

읽기

(교재와 참고도서 

읽기)

시험치기 기술

(공부 자료 선택, 

문제유형 연습)

기억전략

(암기, 연상)

4
교수와 

친밀

노트 필기 

전략
반복과 시연

쓰기

(자료 수집 분류)

정보처리

(조직화, 회상)

수업듣기전략

(예습, 복습, 

적극적 수업참여)

5
출석관리 

철저

질문을 

많이 함
이해 전략

수업참여

(수업에 집중, 

노트필기)

불안에 대한 대처

(염려에 대처, 

불안 억제)

리포트작성전략

(도서관 자료 활용)

14
스터디 그룹 

활용
스터디 그룹 활용하여 공부, 동료들과 학문적 커뮤니케이션을 함. 25 2.5

기타
답안 작성법 알기,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습 결과에 대한 분석, 학습 계획 세우기, 앞자리에 앉기 
21 2.1

소계 985 100.0

3. 효과적인 학습전략에 대한 교수와 대학생의 인식 차이

학생과 교수의 효과 인 학습 략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습 략을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먼  효과 인 학습 략으로 학생과 교수가 제시한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5  안에 공

통 으로 수업에 집 하기, 출석 리 철 히 하기, 노트필기 략, 습과 복습하기의 네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즉, 교수와 학생들은 특히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수업 리 략에 

우선 순 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업에 집 하기와 출석 리는 변 계와 강태용

(2001), 명남(2000), 박성미(2009) 등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항목이어서 학생들의 효과 인 학

습 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은 교수들은 출석 리를 가장 

요하고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수업에 집 하기를 가장 많이 언 했

다. 학생들이 출석 리를 5 로 언 한 것과 조되는 부분이다. 

<표 5> 학생과 교수의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인식과 선행연구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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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칙적인 

학습 습관

다량의 

독서

시험준비와 

대처전략

과제해결

(보고서 작성, 

도서관 활용)

학습보조 자료 

활용
시험치기전략

7
다량의 

독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노력 조절

정보처리

(주의집중, 자기 점검)

자기관리전략

(공부계획, 시간관리)

8
과제 수행 

전략
강의 시연 동기화

자원활용전략

(학습교재의 활용)

9
구체적 

학습 계획

과제 수행 

전략

규칙적인 학습 

습관

10
이해와 

외우기 전략

교수와 

친밀
노트필기 전략

11
선배에게 

조언 구함

수업에 대한

정보 숙지

리포트와 

과제수행전략

12 시간 관리 반복 학습

13
프리젠테

이션 능력

14
스터디 

그룹 활용
 

이 외에 학생들은 자기 리 략(규칙 인 학습 습 , 구체  학습계획 세우기, 시간 리, 

이해와 외우기 략 등)을 많이 언 한 반면 교수들은 구체 이고 활용 가능한 수업 리 략

(질문을 많이 함, 자료 수집  정리, 과제 수행 략, 강의 시연, 수업 정보 숙지, 리젠테이션 

능력 등)을 많이 언 했다. 한 학생들은 인 계 략에서 교수와 친 하게 지내기를 4

로 언 했으나, 교수들은 11 로 언 하 다. 이는 교수와의 계가 학업 성취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교수보다 학생들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효과 인 학습 략에 한 학생과 교수의 인식을 살펴 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  학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수업에 집 하기, 노트필기 략, 습과 복습하기 

등을 가장 요하게 언 하 다. 이 외에 교수와 친 하게 지내기, 출석 리 철 히 하기, 규칙

인 학습 습 , 다량의 독서, 과제수행 략, 구체  학습 계획 세우기, 이해와 외우기 략, 선배에

게 조언 구함, 시간 리 등의 순으로 언 되었다. 

학생들이 제시한 효과 인 학습 략을 분석해보면 상  50%는 주로 수업 리 략이 차지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기 리 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화와 강한나(2006)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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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시간 리 훈련, 강의에 집 하기 훈련, 과제 해

결 방안 탐색 훈련, 시험치는 요령과 심리  처기술 훈련, 효율 인 정보처리 기능의 활용을 

한 내  심리 상태 유지 훈련, 핵심 개념 악하기 훈련에 한 요구가 높다고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학생들은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인 계 측면인 교

수와의 친 성을 높게 인식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신뢰의 수 이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높았으며 학생들이 교수에 해서 친 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학생활 응 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정은이, 박용한, 2008)가 시사하는 바와 간 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수들은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출석 리 철 , 수업에 집 하기, 습과 복습하기, 

노트필기 략, 질문 많이 하기 등을 요하게 언 하 다. 이는 교수들 역시 수업 리 략을 

효과 인 학습 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이 외에 다량의 독서, 

자료 수집  정리, 강의시연, 과제수행 략 등이 그 다음 순 를 차지했다. 특히 강의를 시연해 

보는 것, 학습 내용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 리젠테이션 능력 등에 한 부분

은 학생의 학습 략 인식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었다. 

셋째, 학생과 교수들은 효과 인 학습 략에 해 공통 으로 수업에 집 하기, 출석 리 

철 히 하기, 노트필기 략, 습과 복습하기, 다량의 독서, 과제 수행 략 등의 항목을 언 하

는데 이 항목들은 부분 수업과 직간 으로 계되는 것들이다. 학생과 교수들이 제시한 

효과 인 학습 략의 상  50%를 분석해 보면 부분이 수업 리와 련되는 항목이었다. 이

는 학습에 있어서 일차 으로 수업이 매우 요하며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여 몰입하고 주요 

내용 필기를 통해 완 하게 학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다. 한 수업을 잘 이해하기 해 습과 복습, 과제 수행 략 등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학습 략으로 출석과 수업 참여, 집 을 제시한 선행연구(변 계, 강

태용, 2001; 명남, 2000;박성미, 2009)를 통해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생과 교수의 효과 인 학습 략 인식에 있어서 차이 은 먼  교수들은 출석 리

를 제일 요하고 효과 인 학습 략으로 인식했지만, 학생들은 수업에 집 하기를 가장 많이 

언 했다는 이다. 이는 교수들이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학습에 있어서 첫 번째의 조건

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출석보다는 수업 자체에 몰입하고 내용을 습득하는 것에 

을 두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응답의 상  50%를 제외하고 학생과 교수가 제시한 효과 인 학습 략을 살펴보면 학생

들은 자기 리 략(규칙 인 학습 습 , 구체  학습계획 세우기, 시간 리, 이해와 외우기 

략 등)이 많았으나, 반면 교수들은 구체 이고 실제 활용 가능한 수업 리 략(질문을 많이 함, 

자료 수집  정리, 과제 수행 략, 강의 시연, 수업 정보 숙지, 리젠테이션 능력 등)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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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하 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수들은 능력에 을 맞추고 있으며, 학생들은 태

도를 요시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교수들은 다년간의 수업 경험에 비추어 높은 학업성취에 

직 으로 향을 주는 발표 능력과, 포트 작성법, 암기 략 등에 해 알고 있으나, 학생들

은 이러한 구체 인 학습 기술의 요성과 활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 습 과 계획, 시간 리 등 자기 리 부분에 을 맞추고 있으므로 교수들은 학습 략 

로그램 등을 통해 구체 인 학습 기술  략에 해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 교수와의 친 성에 해서는 학생들이 교수보다 훨씬 더 효과 인 학습 략이라고 언

했다. 이러한 은 학생들이 교수와 학업 상담 등을 통해 친 성을 유지하는 것이 학  리

의 한가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평소 학습 습 과 의지보다 오히려 더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학생 개인의 노력과 의지, 연습 등이 

교수와의 친 성 보다 더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교육 장에서 학업 

성취와 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동기화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외 인 부분에 의지하

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는 훌륭한 학습자는 공부하기 해 노력하고 주의를 집 할 수 있

도록 동기화되는 반면에 보다 덜 성공 인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부정 인 지각과 동기부족, 

학습을 보다 효과 으로 하는 략의 이행 부족 등을 보 다(Schunk & Zimmerman, 1994)는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정보를 구하고 학습과 련해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개인 인 구조 

즉, 교수와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으나, 교수들은 그룹 활동 한 

효과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성희와 배상확(2008)은 학생의 학습역량 개발을 해서 학습

활동 진을 해 래와 교수와의 웤, 감정이입 등과 같은 사회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 으

며, Johnson과 Johnson(1989)은 학습에서의 동  구조가 경쟁 , 개인 인 구조에 비하여 학

생들의 다차원 인 사고와 성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 상호간의 계를 정 으로 변화

시켜 심리  건강, 사회  유능감,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하 다. 즉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학

생들간 동 인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 인 학습 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과 교수들은 효과 인 학습 략에 있어서 

수업 리 측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효과 인 학습에 있어서 일

차 으로 수업을 충실히 참여하고 몰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

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주기 해 수업 내용을 최 한 이해하기 쉽게 조직화

하고 이를 효과 으로 달하여 수업 몰입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인식하는 효과 인 학습 략의 차이 은 학생들은 학습태도와 련된 자기 리 

측면에, 교수들은 구체 인 수업 련 기술에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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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수업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 해 요구되는 수업 련 기술 등을 강조하고 

이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를 들어 수업과 련된 학습 자료를 수

집, 정리하는 방법과 효과 인 리젠테이션 능력, 과제 수행 략 등은 교수의 극 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는 지방의 한 학의 학생과 교수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향후 보다 범 한 지역의 학생과 교수들을 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습 략은 개인의 공  학업 성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일반 인 학습 략을 제시하 다. Vandestoep, Pintrich와 Fagerlin(1996)은 성취 수   학문 

분야 에 따라 학생들의 지식, 동기  신념, 인지  인지 략 사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 으며, 

이 외에 학문분야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Entwistle과 Ramsden(1981)의 연구  의 생

과 심리학 공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한 Lonka와 Lindblom-Ylanne(1996)의 연구 결과도 

공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학습 략은 학

생의 공  학업 성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완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셋째, 학습 략은 비교  일 성 있게 용되지만, 학습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들이 있다. Vermetten, Lodewijks와 Vemunt(1999)는 법학 공 학생들의 학습 략은 다양한 

학습 교과목 환경에 따라 바 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수업이 구체 이고 명시 일 경우에 

구체 인 처리 략을 사용하며 자기 조 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고 하 다. 한 Eley(1992)의 

연구는 교과목에 따라 동일 학습자가 다른 학습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교

수와 학생들은 특정 교과목에 용되는 학습 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한 추후 보

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들에게 합한 학습 략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학습자의 학습기술을 측정하여 부족한 역을 조직 이고 체계 으로 가르침으로

써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Phillips, 1989; Fralick, 1990; Rhody, 1993)

를 보건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해서 한 학습 략을 습득, 활용할 수 있는 로

그램의 개발  용은 큰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 략 로그램 개발에 

학생들의 학습 략에 한 본 연구의 결과와 학습과 교수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인식을 용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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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about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t College

Jeong, EunI*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d the perceptions of professors and students about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at colle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thought that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would include attention to 

instruction, note-taking, preview/review, closeness to professors, class attendance, regulated 

learning habits, comprehension or memory strategies, help-seeking from seniors, time 

management and so on. Second, the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suggested by college professors 

included class attendance, attention to instruction, preview/review, note-taking, questioning, 

more readings, collection and organization of class materials, simulation, task-performance 

strategies, closeness to professors, obtaining the information about class, presentation skills, 

repeated learning, study group, and so on. Third,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picked attention 

to instruction, preview/review, note-taking, and attendance as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Fourth,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was that students considered closeness to professors 

and regulated learning habits as important while professors thought of questioning, organization 

of class materials, simulation, obtaining the information about class, and presentation skills 

as important learning strategies.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 for enhancing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Key words: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professors,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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