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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학업은 청소년기의 발달 및 진로를 위해 요구되는 과업인 동시에 정신 건강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도 학업문제를 호소하는 청

소년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전략과 관련된 연구의 중

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담 분야의 선행연구는 학습전략에 대한 개입방법

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전략 사용에서 경험하는 학습자들의 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평균 미만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저사용

청소년 즉, 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

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성실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방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

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네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통해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

습전략 사용 수준 및 인지 전략 사용 수준,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1, 2

학년들의 학생종합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검사 대상자들 중에서 학습 전략

사용 수준이 평균 미만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이들의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실성, 개방성, 성실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 변인을 단계적

으로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

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녔으며 조절효과는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

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성실성과 인지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

은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였으며 조절효과는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도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녔으며

조절효과는 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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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는 학업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내적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었던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으며 성실성과 개방성

을 함께 성격 변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성격 변인을 보다 정교화 할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개방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추후에 개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

는 데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성격 5요인, 성격특성, 개방성, 성실성,

학습전략, 조절효과

학 번 : 2014-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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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업 수행은 한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김동일, 2005). 한국 사회에서 학

업성취 결과는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 대상인 부

모나 가족, 교사의 기대와도 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김동일·신을진·황애경, 20

02; 정종진, 2014). 특히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을 경우에는 학업 문제

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곤 한다(김미경·김양희·황사라·정익중, 201

2; 이수진, 2012). 이러한 학업 문제의 심각성은 상담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다.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상담이 학업상담의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학

업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재규 외, 2013; 황매

향, 2009).

학업이 이처럼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학습전략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김동일·신을진·황애경, 2002; Short &

Weissberg-Benchell, 1989). 학습전략의 결함은 낮은 학업 성취도나 학업 문제와 같

은 결과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

업 문제의 영향을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낮은 학업성취도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전략은 학

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Zimmerman & Martinez-Ponz, 19

90). Short와 Weissberg-Benchell(1989)은 숙련된 학습자와 학업 문제를 경험하는

학습자 간의 차이는 전략 사용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숙련된 학습자와

학습문제를 겪는 학습자는 크게 인지 차원, 초인지 차원, 동기 조절 차원에서 차이

를 보인다. 학습 문제를 겪는 학습자들은 인지 차원에서 주의 집중과 효과적인 자

원 할당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초인지 차원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공부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학습전략은

학업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해 상담실에 내방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특수 교육 대상자가

아닌 일반 학습자의 경우에는 주 호소문제가 대체로 학습 동기 및 공부 방법의 영

역에서 나타났다(김형수·김계현, 2005).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전략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전략의 효과적인 변화는 행동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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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의 변화까지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김형수·김계현, 2005; 정종진, 2014). 학업상담의 목표가 학습기술 향상부터 시

작하여 전반적인 학업 발달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학습전략의 효과적인 변화는

학습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까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양현정·조성희, 201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들을 이해하는 것은 전반적인 학업 문제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상담 분야에서 학습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학업 문제에

대한 치료 및 교육방법을 찾기 위하여 진행되어 왔다(김동일·신을진·황애경, 2002).

그러나 학업 문제 및 그것을 경험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

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제에 적당한 처치를 제공하

는 것도 쉽지 않다(황매향, 2009).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내적 특성에 따라 어려움

을 경험하는 영역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개입방법이 달

라질 수 있다. 학습자의 내적 특성 중 하나인 성격의 경우 학습자가 나타내는 행동

패턴 등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역기능적인 행동 패턴 중 수정할 수 있는

대안 행동 또한 보여준다(Nettle, 2007). 또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내적 특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김성현, 2010). 따라서 학업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에 앞서서 어떤 성격 특성과 학업 문제가 관련이 있으며

어떤 학습자가 학업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즉,

학업 문제와 관련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라 문제가 어떻게 발생

하는지 확인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김민선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과 이러

한 특성과 학업 문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은 구실 만들기 전략(self hand capping strategy)을 사용한다.

즉, 이들은 학업 상황에서의 실패를 미리 예상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

여 학업 관련 행동을 하기 보다는 핑계를 찾는 것에 집중하거나 과제에 도움이 되

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Nurmi, Onatsu, & Haavisto, 1995).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낮은 학습전략 사용 수준은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성공적인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제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Diener & Dweck, 1978).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전략 저사용은 왜 나타나는가? 이와 관련하여 성격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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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

의 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줄 것이다. Kim과 Van Tassel-Baska(2010)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지니는 창의적인 특성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창의성

을 학업 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학습부진 학생들과 창

의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학습전략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Diesth, 2003; Vermetten, Lodewiikys. & Vermunt, 2001;

김종백, 2012).

Kim과 Van Tassel-Baska(2010)에 따르면 학습부진 학생들 중에는 창의적인 특

성을 도전적이고 질문을 많이 던지며 구조나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 장면에서 교사로부터 강화되지

못 하며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학습 관련 행동을 점차

피하게 되며 백일몽(day dreaming)이나 낙서하기, 책읽기와 같은 학업 수행과 관련

없는 행동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이러한 특성은 자기조절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실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창의성과

문제 행동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창의성이 높은

학습부진 청소년들의 경우 욕구를 지연시키지 못 하며 목표 도달을 위해 충동을 조

절하고 구조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취약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성격 특

성과 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먼저, 개방

성은 창의성, 정서성, 합리성, 진취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상상력이 뛰어나며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김동일·홍성

두·인효연, 2006).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창의성의 특징들

은 개방성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성실성의 핵심 특성은 규정된 방식을 따르고, 충동을 조절하며, 목표 지향적

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John & Srivastava, 1999). 이러한 정의를

통해 성실성이 자기조절 능력이나 규칙 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John과 Srivastava(1999)가 정의한 성실성의 핵심 특성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에 따라 충동을 조절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이 포함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충동 조절과 구조적인 행동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

방향 또는 강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서영석, 2010). 성실성은 학습전략 사용 수

준에 정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한

윤영, 2003; Diseth, 2003; Zhang, 2003). 성실성이 높은 학습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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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학

습부진아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의성은 성실성의 자기조절이

나 규칙 준수, 목표 지향적인 행동 등에 어려움을 야기한다(Kim & Van Tassel-Ba

ska,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성실성과 개방성이 상호작용을 할 것이

며 이를 통해 성실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개방성의 수준이 높아질 경우,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

과를 지닐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

저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이 학습전략 사용의 결핍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습전략의 경우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뿐만 아니라 학습전략을 구성하

는 하위 요소인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의 사용 수준을 나누어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며 이

러한 연구는 추후 학습전략 개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개방성으로 인한 행동 패턴을 통해 학습전략 사용 부

족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개방성에 대한 이해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와 관련된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방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학습전략 결함과 성격 특

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담 개입을 제공하기에 앞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

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습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대체로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습전략 사용 수준과 학습자의

성격 특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경우, 대체로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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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 학습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성 연구는 잠재

적인 학업상담의 내담자 및 프로그램 수혜자 군에 속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업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

과를 추후 개입 및 처치와 관련된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실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성격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경

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격의 하위 특성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개인의

고유한 성격을 구성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및 통합의 관점에서 성격 변인을 사용하

는 것이 요구된다(Hofstee de Radd, & Goldberg, 1992; Howard & Howard, 2011).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개방성을 유형의 관점에서 함께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조

절효과 검증을 통해 두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선행

연구들에 비해 성격 변인을 정교화 하였다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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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니는가?

1-1.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닐 것이다.

1-2. 성실성과 인지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닐 것이다.

1-3.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닐 것

이다.

1-4.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닐

것이다.

[그림 1] 조절변인으로서의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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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성격 5요인

1) 성격 5요인

성격 이론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크게 특질, 동기, 인지,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 이론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Pervin & John, 1999). 본 연

구에서는 성격 5요인 이론을 중심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때 성격 5요인 이론은 특

질이론에 포함된다.

특질이라는 개념의 기초는 Allport에 의해 정립되었다. 특질이란 여러 자극들에

대해 유사하고 일관된 행동 및 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경심리학적 체계를 의미

한다(Allport, 1931). 이러한 특질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Allport와 Odbert(1936)의 연구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Webster 영어대사전

에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찾아 정리하고 그것들을 범주별 특성 변인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후 Cattell(1943)은 Allport의 단어 분류를 참고하여 성격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35개의 성격 요인이 추출되었다.

Goldberg(1981)는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다양한 성격 연구를 종합하였고, 성격이

다섯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성격 5요인 구조를 주장하였다.

성격 5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Howard & Howard,

2011). 첫째,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성 및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신

경증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신경증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인다. 둘째,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는 성

향을 의미한다. 외향성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외

향성이 낮은 경우에는 조용히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셋째, 개방성은

다양성에 대해 열려 있는 정도와 함께 상상력과 창의성 및 아이디어의 풍부한 정도

를 의미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받

아들일 수 있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

째, 친화성은 타인을 가깝게 느끼는 정도와 타인에 대해 느끼게 되는 애정을 의미

한다. 친화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게 협조적이며 따뜻하지만, 친화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비협조적이며 타인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다. 다섯째, 성실성은 과업 수행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및 꼼꼼함과 계획의 정도를 의미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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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활한다. 반면 성실성이 낮

은 경우에는 즉흥적이며 부주의한 경향을 보인다.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이루어진 성격 5요인 구조는 많은 심

리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먼저, 성격 5요인에 따른 성격의 측정은 나이나 문화

권에 상관없이 일정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성격 요인을 다양한 기질이나 성격을 측정하는 데 적당한 이론임을 보여

준다(Connor-Smith & Flachsbart, 2007). McCrae와 Coasta(1997)는 독일어, 포르투

갈어, 히브리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했을 때 Allport의 선행연구가 영어 사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5요

인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격 5요인 이론을 통해 이전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성격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음에 따라 여러 심리학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Digman, 1990). 이로 인해 성격

5요인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학업과 관련하여 연구가 다양하

게 진행되었다. 학업 관련 연구주제에는 교수전략의 효과성, 학습 만족도, 자기효능

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는 주장에 따라, 학습스타일이나 학습전략 등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Zhang, 2003).

이러한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성격

5요인 이론에서는 성격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상위 차원은 기질 특성

(dispositional traits)으로, 이 차원에서의 성격은 변화시키기 어렵다. 반면 하위 차

원인 성격에 따른 행동 패턴은 변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선택 가능한 행동의 범위

는 기질 특성을 통해 결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는 행동

패턴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성격 특성이 행동이나 결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성격 특성에 따른 행동 범위 내에서 대안

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Nettle, 2007). 따라서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과

의 연구가 진행될 경우 학습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안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실성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왔다. Goldberg가 제작

한 TDA(Trait Descriptive Adjectives)부터 시작해서, Coasta와 McCrae가 제작한

NEO-PI, John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BFI(The Big Five Inventory) 등 다양한

검사 도구 등이 사용되고 있다(John, Naumann, & Soto, 2008; John, Srivastava,

1999).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어로 번안된 NEO-PI 검사뿐만 아니라 NEO



- 9 -

청소년 성격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제작 및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측정도구가 사용됨에 따라, 각각의 성격특성들의 하위 요인이 검

사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성실성의 경우 검사에 따라 하

위요인의 명칭이나 개수가 다양하게 제시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NEO-PI-R에서는

성실성의 하위요인을 유능감(C1), 정연성(C2), 충실성(C3), 성취 갈망(C4), 자기 규

제성(C5), 신중성(C6)으로 구성하였다(안창규·채준호, 1997). 한편, NEO 청소년 성

격검사에서는 성실성의 하위요인으로 유능감(C1), 조직성(C2), 책임감(C3), 동조성

(C4)을 포함시켰다(김동일·홍성두·인효연, 2006). 유능감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

이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성은 질서 정연하게 정돈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동조성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는 정도를 의미하며, 책임감

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기준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김동일, 2012).

이러한 하위요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성격 특성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자 John과 Srivastava(1999)는 각각의 성격 요인이 지니

는 주요 특성을 정의하였다. 성실성의 핵심 특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방식을 따른

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 충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행동 전에 생각을 충분히 하며, 욕구를 지연시

킬 수 있고, 규칙을 잘 지키며, 계획 짜기와 조직화 활동에 능숙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

획을 세우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획을 지켜나가는 특성’으로 정의하였

다(김동일, 2015). 이러한 정의는 앞서 제시된 핵심 특성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방성

개방성도 성실성과 마찬가지로 검사 도구에 따라 하위요인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먼저 한국판 NEO-PI-R에서는 개방성의 하위요인으로 상상(O1), 심미성(O2), 감정

개방성(O3), 행동 개방성(O4), 사고 개방성(O5), 가치 개방성(O6)을 제시하였다(안

창규·채준호, 1997). 한편, NEO 청소년 성격검사에서는 개방성의 하위요인에 창의

성(O1), 정서성(O2), 합리성(O3), 진취성(O4)을 포함시켰다(김동일·홍성두·인효연,

2006). 창의성이란 공상 및 상상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정서성은 미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 및 감정의 섬세한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합리성은 지적인 호기심과 논리성

분석적인 사고력 등을 측정하며, 진취성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는 정도를 의미

한다(김동일, 2012).

검사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 정의들을 통합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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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는 개방성의 중심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방성이란 편협하거나 보수적

인 특성의 정반대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개방성 구인을 통해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

가 지니는 폭, 깊이, 독창성, 복잡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정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을

‘새로운 대상, 익숙하지 않은 내용, 추상적인 것을 익숙하고 열린 자세로 다루는 정

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고,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변화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동일, 2015).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의는 John과 Srivastava

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새롭고 익숙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것을 어려움 없이 다

룰 수 있을 경우,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는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2. 학습전략

1) 학습전략

학습전략에 대한 정의는 이론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노원경,

2008).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전략을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습

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행동주의적 접근은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인식했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성과 적극성

을 강조하였다. 인지주의에서는 전략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전략’이란 인지적 과

정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과정 및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학습전략은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 및 행동의 방식, 효과적인 학습

을 위해 필요한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Dansereau, 1978; Weinstein & Mayer,

1986). 또한 Zimmerman(1990)은 초인지, 동기, 태도 전략의 체계적인 선택을 학습

전략의 핵심으로 보았다.

McKeachie와 Pintrich, Lin, Smith(1986)는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추린 뒤, 학습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세 가지 기준은 다음

과 같다. 먼저, 학습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인지적인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정

의는 제외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제시된 정의만을 포

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이 가능한 형태의 정의만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전략을 정리하고,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정의하였

다. 세 가지 전략으로는 인지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습전략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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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요

구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을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

조한 McKeachie와 그의 동료들의 정의에 따라 정의하고자 한다.

학생종합진단검사(김동일, 2015)의 학습 기술 검사의 하위 구인은 학습동기, 자아

효능감, 인지·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진단검사에는 인

지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이 모두 포함되며, 학습동기와 자아효능감이 추

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습동기와 자아효능감은 학습자들이 앞선 세 가지 전략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다양한 학습전략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특성이기 때문에 함께 제시되었다(김동일, 2005; 김동일·김향숙·홍

성두. 2005). 이러한 하위 구인의 구성을 고려할 때, 종합진단검사는 본 연구에서 정

의한 학습전략을 측정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하위 구인인 인지·초인지 전략과 자원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학습전

략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전체 점수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하위 전략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인지전략

인지전략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및 사고과정을 통제하기 위

해 사용하는 전략이다(김신자, 2005). 인지전략에는 시연전략, 조직화 전략, 정교화

전략이 포함되며 각각의 전략들은 과제의 복합성에 따라 기본 수준과 복잡한 수준

으로 구분된다(McKeachie, Pintrich, Lin, & Smith, 1986). 각각 전략의 정의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시연전략이란 정보를 부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전략이다. 학습자는 학

습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시연전략은 과제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수준에서는 새로 학습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

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보를 작업기억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수준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한 의미를 중심으로 반복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작업기

억을 넘어 장기기억에까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정교화 전략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내용들을 서로 상

호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새로 학습한 내용을 장기기억에 저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서로 관련 있는 정보 간에 연결됨에 따라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화 전략이란 학습한 내용 중 적절한 정보만을 선택하고, 이전에

배웠던 지식들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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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선행 지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학습자 나름대로 지식 구조의 형태

를 조직하는 것이다.

시연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화 전략의 예시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다음

과 같다(김동일, 2015).

위에서 제시된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전략

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전략은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성을 지닌다. 먼저,

인지전략은 학업 성취 향상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 노력과 문제 해결력의 증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학업 관련 어려움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효

과적인 인지전략의 습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시연 전략과 정교화 전략은 중학교 시기부터 자발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한다(김형수·김동일·황애경, 2006). 즉, 중학교시기에 이르면

인지전략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중학교 시기가 인지 전략 사용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전략 기본 과제 복잡한 과제

시연 전략 기계적인 반복

따라 쓰기

중요한 부분 밑줄 치기

주요 내용 필기하기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한다.

정교화 전략
장소법(method of loci)

심상화

패러프레이즈

요약하기

질문에 답하기

유추하기

공부한 내용을 외우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외운다.

조직화 전략
연상기호

군집화

중심 주제 찾기

개요짜기

네트워킹

도표화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로 그려본다.

<표 1> 인지전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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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이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해 및 조절 전략이

다.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 학습 전략을 언제 어떻

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과제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에 대한 이해 등을 포

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학습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에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초인지 전략에는 계획, 점

검, 조절이 포함된다(McKeachie, Pintrich, Lin, & Smith, 1986; 이재규 외, 2013).

먼저, 계획이란 본격적인 학습 과정에 앞서 학습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어떠한

인지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미리 훑어보거나,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와 관련된 질문을 떠올려보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점검이란 학습 과정 중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얼마나 내용을 파악했는지, 또는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

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절이란 점검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발견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교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각의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 및 본 연구에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은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동일, 2015). 초인지 전략을 통해 학습자는 인

지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초인지 전략

계획

목표 설정

질문 만들기

훑어보기

공부하기 전에 어떤 순서로 할지 미리 생각하고 시작한다.

점검

자체 테스트 기법

주의 집중

시험전략 교수(test-taking strategy)

공부를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조절

읽기 속도 조정

다시 읽기

복습하기

시험전략 교수(test-taking strategy)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에 배운 데로 돌아가서 확인한다.

<표 2> 초인지 전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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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추성경, 2012). 따라서 인지전략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초인지 전략의 사용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4) 자원관리 전략

자원관리 전략이란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 활용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도움을 주는 학습전략을 의미한다. 이때 학습자를 둘러싼 환

경 및 자원에는 학습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 교

사나 또래 친구들, 학습자 자신의 내적 요인들(공부에 기울이는 노력 정도, 기분, 인

내력)이 포함된다(McKeachie, Pintrich, Lin, & Smith, 1986). 학습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및 자원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과정

에 임할 수 있다.

자원관리 전략에는 시간 관리, 학습 환경 관리, 노력 조절, 타인의 도움 구하기가

포함되며 각각의 예시 및 연구에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McKeachie, Pintrich, Lin, & Smith, 1986). 먼저, 시간 관리에는 공부를 시작하기

에 앞서 계획을 짜는 것과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시간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공부 환경 관리에는 공부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공간을 정하는 것과

그 공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학습 공간은 주의를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주변이 조용해야 한다. 셋째, 노력 관리는

학습자의 학습동기 패턴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반적인 자기 관리와 연

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기 대화, 기분 조절, 자기 강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 조력은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전략이다.

학습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요청이 실제 조력

활동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습 과정에 효과적일 것이다.

자원관리 전략

시간 관리 계획표 짜기

목표 설정하기

공부를 할 때, 학습 계획표를 세우고 지키려고 한다.

공부 환경 관리
영역 설정하기

조용한 학습 공간 찾기

학습 공간 정리하기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되는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

<표 3 > 자원관리 전략 문항



- 15 -

3. 학습전략 사용 수준과 학습부진

학습부진이란 학업성취에 요구되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적, 정의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미달한 낮은 성취를 보이

는 학습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장애나 정신

지체와는 구분된다(이경희·한미정·김민정·최병순, 2014). 학습부진이 지속될 경우 학

생들은 학습 상황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 및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또한 학습 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학습부진의 특성은 원인과 함께 이해해야 하며 학습부진의 원인은 다양하

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인지적 원인에는 학습전략 사용의 결함이 포함된다. 또한

정의적 원인에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포함되며 환경적 요인에는 가정 환경적 변인이

나 학교 수업 관련 변인이 포함된다(송승현, 2008).

이와 같이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인지적인 원

인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부진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다

(김동일·신을진·황애경, 2002; 이경희·한미정·김민정·최병순, 2014). 효과적인 학습전

략을 사용하지 못 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과정에 주의 집중을 유지시키지 못 하

고, 학습 내용으로부터 핵심적인 정보를 처리하지 못 하며 처리된 정보들에 대한

활용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전략 사용 수준은 학

습부진 및 여러 학업문제의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력 관리

노력에 대한 귀인

기분

자기대화(self talk)

인내

자기강화

공부를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하려고 노력한다.

타인 조력

교사로부터 도움 구하기

또래로부터 도움 구하기

또래 집단 학습

튜터링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는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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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영·황두경·김정섭(2012)은 학습부진아와 일반아의 학습전략 사용 수준을 비교

하였다. 비교 결과 학습부진아의 전반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습부진아들의 경우 학습 전략 사용 수준이 낮음에 따라 학습 과정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며 습득한 정보에 대한 유지력 및 처리 능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학습 내용을 접하였을 때 그것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기존의 기억 구조에 의미 있게 저장시키는 전략 사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주의 집중 능력이 낮고 핵심적인 정보를 처리하지 못 함에 따라

저성취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즉, 이들은 이해 및 소화 능력이 떨어지

기 때문에 부족한 학업 지식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학습부진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습전략에 초점을 맞춘 개입 및 처치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1)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

성실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전략 사용을 가장 잘 예측하는 성격 변인으

로 제시되었다. 성실성의 핵심 특성으로는 목표 지향성이 제시되며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성실성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구조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

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Howard & Howard, 2011). 이와 같은 성실성과 학습전

략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

되었다. 한윤영(200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실성

은 학습전략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격 특성 중 성실성이 학습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윤소정·이은영·박귀화(2013)의 연구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실성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 초인지 전략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녔으며, 그 중에서도 초인지 전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

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성실성과 학습전략의 관계는 국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Zhang(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실성은 심

층전략과 성취전략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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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목적 지향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

기 때문에 심층 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는 성취전략과 관련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Diseth(2003)는 성실성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조직화가 뛰어나며 한 가지 학습 활

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전략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학부 졸업생이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성인 대상의 연구 또한 성실성은 성격 특성 중 학습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Marcela, 2015; Shitole, 2014)

2) 개방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

성실성과 달리 개방성의 경우 학습전략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

었다. 먼저 개방성이 학습전략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윤소정·이은영·박귀화(2013)는 성격 5요인과 학습전략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성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 초인지 전략 모

두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며, 특히 비판 전략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Zhang(2003)과 Chamorro-Premuzic, Furnham(2009)의 연구

를 통해 개방성이 심층전략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Diseth(2003)의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되었다. Diseth는 개방성이 높은 학습

자가 지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성을 주목하였고,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심층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

한 개방성은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

업성취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정의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개방성 및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현옥·김미영·민세영, 2011).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개방성이 학습전략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에까지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선행연구도

제시되었다. 개방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호기심은 Diesth(2003)의 해석처럼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통합이 안 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 하

며 학습 과정에 혼란을 야기하여 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개방성이 높은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흩어진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Howard & Howard, 2011).

마지막으로 개방성이 학습전략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

시되고 있다. Shitole(2014)는 인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



- 18 -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실성과 외향성만이 학습전략과 유의한 관계

를 보였으며, 개방성은 성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개방성과 학습전략의 관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개방성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탐색이 요

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했

다.

먼저, Howard와 Howard(2011)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격의 상위특성

인 성실성과 개방성을 사용하여 학습 전략 스타일 박스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유형

은 <표6>과 같이 제시된다. 이 스타일 박스에 따르면 High Honors(O+C+)는 전 과

목에 통틀어 상위권 학생이며, Subject Specialist(O-C+)는 특정 과목에서만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이고, Extra-Curricular(O+C-)는 학업보다는 과외의 활동에 참

여하는 학생이고, Getting By(O-C-)는 특정 과목에 관심은 있으나 높은 성취를 보

이지 못 하는 학생이다.

이러한 스타일박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의 학습전략 유형은 High Honors와 Extra-Curricular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개방성의 상반된 영향을 가정해볼 수 있다. 개방성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라 학습 전략 사용 및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High Honors의 경우 개

방성이 지니는 다양한 과목 및 주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여러 과목에 걸쳐 효

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Extra Curricular의 경

우 학업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못 하지만 타고난 호기심과 창의성

으로 인해 다방면의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현재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습전략에 미치는 개방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타일 박스를 통해 학업 성취가 높은 학

습자에게는 개방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에게는 개방

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Blickle(199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통해 개방성의 상반

Extra-Curricular

C-

O+

High Honors

C+

Getting By
O-

Subject Specialist

<표 4> 학습전략 유형 스타일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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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향을 학습 과정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지니는 정리정돈과 조직화에 뛰어난 특성과, 개방성이 지니는 호기심과 상상력, 창

의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성은 학습 과정에서 관련 문헌

탐색과 비판적인 사고, 새로운 정보와의 연결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 내용이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 학습과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구조화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경우

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학업 성취를 위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3)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조절변인이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에서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의미한다. 조절변인을 선정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선행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존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해

야 한다(서영석, 2010; Sauer & Dick, 1993).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인 학습전략 결손을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으

로 설명하고 있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 대

한 주의 집중이나 정보의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이경희·한미정·김민정·최병

순, 2014).

그러나 학습전략 사용 부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양용칠(2004)은 학습전략 사용 부족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먼

저, 학습 과정 속에서 전략을 묵시적으로 습득하지 못 한 경우가 있다. 대체로 학습

자들은 전략을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

습전략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된다. 그러나 명시적인 지시 없이는 학습전략 습득

을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습득하

였고 그것의 사용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학습과정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학습자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연이나 정교화 전략을 알고 있는 학습자도 그것을 실제 상

황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왜 습득을 못 하거나, 습득을 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가? 이

러한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학습자의 내적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보이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과 Van Tassel-Baska(2010)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특성에 주목하였다. 창의적인 특성이 잘못 발현될 경우 높은 호

기심과 많은 질문들이 전통적인 학교 상황에서는 다소 반항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 20 -

학습자들은 창의성에 대한 강화를 얻지 못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다. 먼저,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게 된다. 또한 이들

은 욕구를 지연시키지 못 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욕구를 조절하고 구조적인 행동

을 하는 것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성실성의 핵심 특성은 자기조절과

목표 지향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실성의 특성은 학습전략

사용 수준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한윤영, 2003; Zhang, 2003). 그러나

위의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특성이 자기조절이나 목표지향적인 특성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방성을 통해 창의적이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

방성의 작용을 통해 성실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완화

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즉,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개방성이 성실성으로 인한 자기

조절이나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지닐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전략의 유형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

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적인 학습전략 수준뿐만 아니라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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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낮은 학습전략 수준을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이며 중요한 학업 문

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문제와 학습자의 성격 특성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A 중학교와 B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학생들은 총

1004명이었으며 남학생 457명, 여학생 54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전

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검사 결과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평균 미만인 집단을 낮은 학습전략 사용 수준으로 규정하

였다.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평균은 45.1548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지 전

략과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 점수의 합이 45.1548 미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학년 및 성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분석 대상은 총 496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 272명 2학년 224명이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21명, 여학생 275명으로 제시되었다.

2. 측정도구

1) 학생종합진단검사: 학습기술 검사

청소년들의 학습전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2015)이 제작한 학생종합진단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생종합진단검사는 크게 학습지능, 학습기술, 인성검사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학습전략의 측정을 위해 학습기술 영역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남학생 여학생 전체

1학년 99 123 272

2학년 122 152 224

전체 221 275 496

<표 5> 분석 대상 학년 및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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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술검사에서는 학습전략을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고와 행

동으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또한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구인으로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인지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을 설정하였다. 본 검사는 총 32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 구인은 학습동기 8문항, 자아효능감 8문항, 인지 초

인지 전략 9문항, 자원관리 전략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구인의 구성

은 본 연구에서 참고한 McKeachie와 Pintrich, Lin, Smith(1986)가 정리한 학습전략

의 정의에 부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기술검사의 적절성 여부는 파일럿 검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파일럿 검사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를 확인함으로써 변별력

을 확인하였다. 검사 결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파일럿 검사를 통해 각 하위구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하위구인

별로 하나의 구인만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일관성이 낮게

제시된 문항의 경우 수정 과정을 거쳐 보완된 32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파일

럿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파일럿 검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32문항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계

수는 .916으로 높은 내적 타당도를 보였다. 또한 각 하위구인에 있어서도 .7 이상의

Cronbach’s α 계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구하였을 때에도 결과가 유사하게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기술검사의 적절성 및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

구에서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2) 학생종합진단검사: 인성검사

성실성과 개방성 또한 학생종합진단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생종합진단검

사의 인성검사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정서성의 하위 구인으

로 성실성과 개방성이 포함된다. 성실성과 개방성은 각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실성과 개방성 구인은 성격 5요인 이론에 따라 제작된 청소년 성격검사(김동

일·홍성두·인효연, 2006)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격 5요인 이론

전체 문항

(32)

학습동기

(8)

자아효능감

(8)

인지

초인지(9)

자원관리

(7)

파일럿 검사 .916 .755 .782 .763 .711

본 연구 .960 .899 .874 .892 .853

<표 6> 학습기술 검사 내적 합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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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성실성과 개방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성검사의 적절성 여부는 파일럿 검사에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 및 본 연구

에서 확인한 신뢰도 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각 하위구인 별로 제시된

Cronbach’s α 계수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인성검사 60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887로 제시되었으며, 인성검사의 하

위 구인인 정서성 24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29로 제시되었다. 또한 성실성과

개방성에 있어서도 .7 이상의 Cronbach’s α 계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구하였을 때에도 결과가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인성검사의 이론적 근거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성

실성과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크게 여덟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

하여 개방성이 지니는 조절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과정으로 진행되었다(이자영, 2

012).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여덟 단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하

였다. 학생종합진단검사의 하위 검사인 학습기술검사와 인성검사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둘째, 학습기술검사와 인성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발하였

다. 본 연구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습기술검사의 하위

요인인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 점수의 합과 평균을 구하였고, 점수

의 합이 평균 미만인 청소년들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수준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때 학습전략 수준은 학

습기술 검사 중 인지 초인지 전략과 자원관리 전략의 합을 통해 구하였다.

전체 문항

(60)

정서성

(24)

성실성

(4)

개방성

(4)

파일럿 검사 .887 .729 .768 .735

본 연구 .868 .673 .807 .758

<표 7> 인성검사 내적합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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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실성과 개방성 외에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성실성과 개방성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중

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실성과 개방성에서 평균을 빼는 중심화 과정을 거

친 뒤, 상호작용 변인을 만들었다(서혜선 외, 2009). 중심화 과정을 거친 후 1단계에

는 성실성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는 개방성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는 상호작용 변

인을 투입하였다.

여덟째,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을 각각의 교차 타당화의 표본으로 사용하여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박분희·김누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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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

연구대상의 성격특성 및 학습전략 사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별로 평균

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의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실성(M=2.499)이 2점 ‘그렇지

않다.’와 3점 ‘그렇다.’ 사이의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대체로 성실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M=2.904)의 평균 점수는 ‘그렇

다.’를 의미하는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개방성이 높은 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전략 점수의 평균은 2.401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학습전

략 사용과 관련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

한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의 평균값을 통해 자원관리 전략 – 초

인지 전략 – 인지 전략 순으로 평균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성실성과 개방성 외에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을 찾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 M SD

성실성 2.499 0.521

개방성 2.904 0.549

학습전략 2.401 0.402

인지 전략 2.345 0.449

초인지 전략 2.390 0.522

자원관리 전략 2.448 0.465

<표 8 >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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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학습전략 전체 사용 수준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있어서도 p<.01 수준에서 차이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

리 전략 사용 수준 또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차

이는 전체적으로 모두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전략 전체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초인지 전략을 제외한 모

든 하위 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을 공변인으로 채택하였다.

2) 학년에 따른 평균 비교

학년에 따른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M SD t p

학습전략

학습전략
남 2.328 0.450

-3.591 .000
여 2.452 0.352

인지 전략
남 2.308 0.475

-3.181 .002
여 2.374 0.425

초인지 전략
남 2.330 0.574

-1.651 .099
여 2.437 0.473

자원관리

전략

남 2.363 0.522
-3.591 .000

여 2.516 0.401

<표 9>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구분 M SD t p

학습전략

학습전략
1학년 2.415 0.245

.868 .386
2학년 2.384 0.267

인지 전략
1학년 2.332 0.272

-.678 .498
2학년 2.360 0.300

초인지 전략
1학년 2.430 0.330

1.910 .057
2학년 2.340 0.328

자원관리

전략

1학년 2.466 0.284
0.910 .336

2학년 2.426 0.307

<표 10> 학년에 따른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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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통해 학년에 따른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뿐만 아니라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 자원관

리 전략의 사용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각각의 하위 요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을 공변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성실성의 경우 개방성 및 학습전략의 모든 하위구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성실성이 높은 학생들

은 학습전략 사용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방성의 경우에도

성실성 및 학습전략 하위 구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상관 계수의

크기가 성실성에 비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전략 변인들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 2 3 4 5 6

1. 성실성 1 .249** .448** .439** .344** .363**

2. 개방성 .249** 1 .218** .215** .096* .221**

3. 학습전략 .448** .218** 1 .830** .805** .890**

4. 인지 전략 .439** .215** .830** 1 .593** .584**

5. 초인지 전략 .344** .096* .805** .573** 1 .557**

6. 자원관리
전략 .363** .221** .890** .584** .557** 1

**. p<.01

<표 11>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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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격 특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1) 성실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첫째, 성실성이 학습전략 전체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실성

을 독립변수로, 학습전략 전체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전략 전체 점수는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의 합으로 산출하였

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실성이 학습전략 전체에 미치는 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0.1%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습전략 점수의

20.1%를 성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제시되는 결과를 통해

성실성이 높을수록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성실성 점수가 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실성을 독립변수로, 인지 전략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성실성이 인지 전략 사용에 미치는 모델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9.2%로 제시되었다. 이는 성실

성이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19.2%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제시되

는 결과를 통해 성실성이 높을수록 인지 전략의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의 성실성 점수가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실성을 독립변수로, 초인지 전략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성실성이 초인지 전략 사용에 미치는 모델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1.8%로 제시되었다. 이는 인지

B SE B β

성실성 1.387 .125 .448

 =.201, adjusted  =.199 F=122.825***.

***p<.001

<표 12> 성실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B SE B β

성실성 .474 0.44 .439

 =.192, adjusted  =.191 F=116.418***.

***p<.001

<표 13> 성실성이 인지 전략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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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11.8%를 성실성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델에

서 제시되는 결과를 통해 성실성이 높을수록 초인지 전략의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성실성 점수가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실성을 독립변수로, 자원관리 전략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

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실성이 자원관리 전략 사용에 미치는 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3.2%로 제시되었다. 이는 자원관리 전

략 사용 수준의 13.2%를 성실성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제시되는

결과를 통해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원관리 전략의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성실성은 학습전략 사용 수준을 설명하는 주요 변

인이며 성실성이 전체적인 학습전략의 사용 수준뿐만 아니라 인지전략, 초인지 전

략과 자원관리 전략의 사용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성실성의 설명력이 인지 전략 – 자원관리 전략 – 초인지 전략의 순서

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개방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첫째, 개방성이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

방성을 독립변수로, 학습전략 전체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개방성이 학습전략 전체에 미치는 모델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7%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4.7%를 개방성

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방성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B SE B β

성실성 .567 .066 .363

 =.132, adjusted  =.130 F=74.405***.

***p<.001

<표 15> 성실성이 자원관리 전략 수준에 미치는 영향

B SE B β

성실성 .346 .043 .344

 =.118, adjusted  =.116 F=65.515***.

***p<.001

<표 14> 성실성이 초인지 전략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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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개방성이 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성을 독립변수로, 인지 전략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회귀 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

의 설명력은 4.6%로 제시되었다. 이는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4.6%를 성실성이 설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방성이 높을수록 인지 전략의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의 개방성이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성을 독립변수로, 초인지 전략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회귀식 모형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0.9%로 제시되었다. 이는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0;9%를 개방성

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방성이 높을수록 초인지 전략의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개방성이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성

을 독립변수로, 자원관리 전략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방성이 자원관리 전략 사용에 미치는 모델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4.9%로 제시되었다. 이는 인지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4.9%를

B SE B β

개방성 .638 .129 .218

 =.047, adjusted  =.045 F=24.442***

***p<.001

<표 16> 개방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B SE B β

개방성 .219 .045 .215

 =.046, adjusted  =.044 F=23.737***.

***p<.001

<표 17> 개방성이 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B SE B β

개방성 .092 .043 .096

 =.009, adjusted  =.007 F=4.624*.

*p<.05

<표 18> 개방성이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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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원관리 전략의 사용 수

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개방성은 학습전략 사용 수준을 설명하는 주요 변

인이며, 개방성이 학습전략 전체 사용 수준뿐만 아니라 인지 전략 및 초인지 전략

과 자원관리 전략의 사용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성실성에 비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보다는 자원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실성과 학습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1) 회귀분석 기본 가정 확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포에 대한 기본 가

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형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아래 그

림과 같은 45도 정도의 기울기를 보이므로 선형성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그림 2] 선형성 분포 가정 확인

B SE B β

개방성 .327 .065 .221

 =.049, adjusted  =.047 F=25.145***.

***p<.001

<표 19> 개방성이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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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잔차의 동변량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

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동변량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하였다. Durb

in-Watson 값은 0-4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그 값이 2에 근접할수록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회귀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값이 2.03

7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Tolerance와 VIF값을 구하였다.

Tolerance는 1에 근접할수록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VIF는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지만,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한다. 본 데이터에서 Tolerance 값은 .538에서 .979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는 1에

근접하고 1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VIF

값도 1.022에서 1.860 사이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변인 Tolerance VIF

성별 .979 1.022

성실성 .845 1.183

개방성 .589 1.699

성실성x개방성 .538 1.860

<표 20> 다중공선성 확인

[그림 3] 잔차의 동변량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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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성과 학습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성실성과 학습전략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방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비교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라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성별이 공변인이 되

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는 성별을 공변인으로서 투입함으로써 공변

인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2단계에는 중심화 과정을 거친 성실성을 투입하였

으며 3단계에는 중심화 과정을 거친 개방성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는

성실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나타

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전략 전체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위의 표를 통해, 공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성실성은 학습전략 전체 사용 수준의

2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개방성은 1.4%를 추가로 설명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

입한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 변인이 학습전략 전체 점수의 3.2%를 추가적으로 설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단계에서의 p값을 통해 개방성은 조절변인으로서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t(p)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35.531 .950 .000 36.522 .844 .000 36.600 .837 .000 36.791 .820 .000

성별 1.842 .581 .002 2.475 .516 .000 2.551 .512 .000 2.338 .504 .000

성실성 1.449 .123 .000 1.355 .126 .000 1.172 .129 .000

개방성 1.363 .119 .002 -.055 .147 .708

성실성

x

개방성

-.205 .044 .000

 

(수정

된 

)

.020

(.018)

.237

(.234)

.251

(.246)

.283

(.277)

△  .020** .217*** .014** .032***

***p<.001 **p<.01 *p<.05

<표 21>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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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효과는 갖지 않지만, 상호작용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 1표

준편차 아래, 평균 1 표준편차 위의 점수들과 회귀식의 비표준화회귀계수를 사용하

여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실성이 높아질수록 학습전략 사용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그러나 낮은 개방성을 의미하는 실선의 기울기가 높은 개방성을 의미하

는 점선의 기울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실성의 영향은 개방성

에 의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호작용 효과는 개방성은 성실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 성실성과 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성실성과 인지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제시되었다. 학습전략

전체 사용 수준과 달리 성별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의 투입으로 인해 20.1%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었으며 개방성은 1.4%를 추가

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3단계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유의하

게 4.7%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개방성은 조절변인으로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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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방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그래프를 작성하였으며, 아

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개방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개방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

울기가 낮게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개방성이 성실성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완화

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t(p)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1.191 .334 .000 11.525 .300 .000 11.551 .398 .000 11.631 .290 .000

성별 .339 .204 .098 .552 .184 .003 .578 .182 .002 .488 .178 .006

성실성 .488 .044 .000 .456 .045 .000 .379 .046 .000

개방성 .123 .042 .004 -.052 .052 .313

성실성

x

개방성

-.086 .015 .000

 

(수정

된 

)

.006

(.004)

.207

(.204)

.221

(.216)

.267

(.261)

△  .006 .201*** .014** .047***

***p<.001 **p<.01 *p<.05

<표 22> 성실성과 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그림 5] 성실성과 인지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해석



- 36 -

다.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제

시되었다. 1단계에 성별을 투입함으로써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성실

성의 투입으로 인해 12.7%가 설명되었으며 개방성은 예측변인으로서 초인지 전략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

함으로써 설명력이 유의하게 0.9%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개방성은 조절변인으로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방성과 성실성의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프를 통해 개방성은 조절변인으로서 성실성이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t(p)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8.879 .310 .000 9.125 .291 .000 9.129 .292 .000 9.163 .291 .000

성별 .435 .190 .022 .592 .178 .001 .596 .179 .001 .557 .179 .002

성실성 .362 .043 .000 .356 .044 .000 .324 .046 .000

개방성 .018 .041 .657 -.055 .052 .295

성실성

x

개방성

-.036 .015 .022

 

(수정

된 

)

.011

(.009)

.138

(.134)

.138

(.133)

.147

(.140)

△  .011* .127*** .000 .009*

***p<.001 **p<.01 *p<.05

<표 23>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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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과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원관리 전략의 사용 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해석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t(p)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5.461 .477 .000 15.872 .443 .000 15.919 .438 .000 15.997 .433 .000

성별 .435 .292 .000 1.331 .271 .000 1.378 .268 .000 1.291 .266 .000

성실성 .600 .065 .000 .543 .066 .000 .469 .068 .000

개방성 .221 .062 .000 .052 .077 .504

성실성

x

개방성

-.083 .023 .000

 

(수정

된 

)

.027

(.025)

.173

(.170)

.194

(.185)

.215

(.208)

△  .027*** .146*** .021*** .021***

***p<.001 **p<.01 *p<.05

<표 24>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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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통해,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성실성은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1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은 2.1%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며, 성실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 변인이

학습전략 전체 점수의 2.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p값

을 통해 개방성이 조절변인으로서 상호작용효과는 지니고 있지만, 조건 효과는 지

니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그래프를 그렸다. 그

래프를 통해 개방성은 조절변인으로서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 간의 관계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

니고 있으며 조절효과는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1-1, 1-2, 1-3, 1-4가 모두 지지되었다.

[그림 7]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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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년 구분에 따른 개방성의 조절효과

1) 1학년: 성실성과 학습전략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1학년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 평균은 46.225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전략 전체 점수가 46.225 미만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위

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반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1학년 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가.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전략 전체 점수를 종속 변인

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성실성은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27.7%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개방성

의 투입으로 인한 유의미한 설명력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3단계 상호작용 변인

을 통해 4.5%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방성은

예측변인보다는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며 개방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제시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41.208 .376 .000 41.321 .382 .000 41.199 .371 .000

성실성 1.663 .157 .000 1.604 .161 .000 1.426 .161 .000

개방성 .246 .153 .110 -.295 .193 .127

성실성x

개방성
-.258 .058 .000

 

(수정된

  )

.277

(.275)

.283

(.279)

.329

(.322)

△  .277*** .006 .045***

***p<.001 **p<.01 *p<.05

<표 25> 1학년: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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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실성과 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실성과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

과가 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

이 제시되었다.

   위의 표를 통해 성실성이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27.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방성의 경우 예측변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으며 조절변인으로

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1학년 학생들의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

이 제시되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2.516 .130 .000 12.544 .133 .000 12.496 .128 .000

성실성 .574 .055 .000 .559 .056 .000 .489 .055 .000

개방성 .061 .053 .252 -.154 .066 .021

성실성x

개방성
-.102 .020 .000

 

(수정된

  )

.276

(.273)

.279

(.274)

.339

(.332)

△  .276*** .003 .060***

***p<.001 **p<.01 *p<.05

<표 26> 1학년: 성실성과 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 41 -

   위의 표를 통해 성실성이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16.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방성의 경우 예측변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으며 조절변인으

로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

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한 절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0.416 .136 .000 10.416 .139 .000 10.391 .138 .000

성실성 .436 .057 .000 .436 .059 .000 .399 .060 .000

개방성 .000 .056 .996 -.113 .072 .115

성실성x

개방성
-.054 .022 .013

 

(수정된

  )

.168

(.165)

.168

(.162)

.185

(.177)

△  .168*** .000 .017*

***p<.001 **p<.01 *p<.05

<표 27> 1학년: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8.275 .201 .000 18.360 .204 .000 18.312 .201 .000

성실성 .652 .084 .000 .608 .086 .000 .538 .087 .000

개방성 .185 .082 .025 -.028 .104 .787

성실성x

개방성
-.101 .032 .001

 

(수정된

  )

.171

(.168)

.185

(.180)

.213

(215)

△  .171*** .014* .028***

***p<.001 **p<.01 *p<.05

<표 28> 1학년: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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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를 통해 성실성이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17.1%를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방성의 투입으로 인해 1.4%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었으며

상호작용 변인은 2.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성이 조절변인으로

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학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전체 분석 대상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

절효과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뿐만 아니라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 모두에서 나타났다

2) 2학년: 성실성과 학습전략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2학년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 평균은 45.278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전략 전체 점수가 45.278 미만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위

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반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2학년 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가.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전략 전체 점수를 종속 변인

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39.740 .481 .000 40.033 .486 .000 39.929 .479 .000

성실성 1.129 .190 .000 .980 .195 .000 .780 .203 .000

개방성 .508 .187 .007 .167 .218 .445

성실성x

개방성
-.192 .065 .004

 

(수정된

  )

.139

(.135)

.167

(.159)

.198

(.187)

△  .139*** .028** .032**

***p<.001 **p<.01 *p<.05

<표 29> 2학년: 성실성과 학습전략 전체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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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실성이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13.9%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방성의 투입으로 인해 2.8%가 추가적으로 설명되

었으며 상호작용 변인은 3.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변인의 p값

(.004)을 통해 개방성이 조절변인으로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성실성과 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성과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이 조

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절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반복하였

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를 통해 성실성이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12.3%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 개방성의 투입으로 인해 4.1%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었다. 마지막

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의 투입으로 인해 4.4%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었으며

p값(.001)을 통해 개방성이 조절변인으로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2.331 .171 .000 12.454 .171 .000 12.411 .168 .000

성실성 .374 .067 .000 .311 .069 .000 .228 .071 .002

개방성 .215 .066 .001 .073 .076 .340

성실성x

개방성
-.080 .023 .001

 

(수정된

  )

.123

(.119)

.163

(.156)

.208

(.197)

△  .123*** .041*** .044***

***p<.001 **p<.01 *p<.05

<표 30> 2학년: 성실성과 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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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절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위의 표를 통해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

서 개방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대상이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달리 2학년 학생들에게서는 조절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개방성은 예측변인뿐만 아니라 조절변인으로서도 작용하지 않았다.

라.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9.747 .153 .000 9.766 .157 .000 9.752 .157 .000

성실성 .270 .060 .000 .260 .063 .000 .233 .067 .001

개방성 .033 .060 .581 -.012 .071 .865

성실성x

개방성
-.026 .021 .233

 

(수정된

  )

.084

(.079)

.085

(.076)

.091

(.078)

△  .084*** .001 .006

***p<.001 **p<.01 *p<.05

<표 31> 2학년: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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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성실성은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10.1%를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

에서 개방성을 통해 2.9%가 추가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단

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을 통해 2.5%가 추가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개방성이 조절효

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전체 분석대상이나 1학년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인지 전략과의 관계에

서는 개방성의 조절효과가 제시되지 않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t(p) B S.E t(p) B S.E t(p)

상수 17.663 .247 .000 17.813 .250 .000 17.766 .247 .000

성실성 .485 .097 .000 .409 .100 .000 .319 .105 .003

개방성 .260 .096 .008 .106 .112 .347

성실성x

개방성
-.086 .034 .011

 

(수정된

  )

.101

(.097)

.130

(.122)

.155

(.144)

△  .101*** .029** .025*

***p<.001 **p<.01 *p<.05

<표 32> 2학년: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 분석



- 46 -

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업문제가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을 학

습전략 사용의 결함에서 찾고자 하였다(김동일·신을진·황애경, 2002). 따라서 학습전

략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전략 사용 수준이 낮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학업상담 현장에서 내담자 개개인의

학업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학업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들의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김민선

외, 2009; 황매향, 2009). 성격 특성 중에서도 특히 성실성과 개방성을 연구 변인으

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

자 하였다(Kim & Van Tassel-Baska, 2010).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성실성과 전체적인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서 개방성

은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개방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성실성과 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

은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인지전략 사용 수준의 경우에

도 개방성은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성실성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

성은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인지 전략의 사용 수준에서도 개방성

은 성실성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가설 1-4 또한 지지되었다.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성실성과 자원관리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

서도 개방성은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

가 제시되었다. 1학년 집단의 경우 가설 1-1에서 1-4까지 모두 지지되었다. 개방성

의 조절효과가 모두 제시됨으로써 전체 집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2학

년 집단의 경우 가설 1-3이 지지되지 못 하였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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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

방성은 초인지 전략 사용 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Kim과 Van

Tassel-Baska(2010)는 창의성이 높은 학업 저성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들은 학습 상황에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지 못 하였으며 자기조

절 능력이나 충동성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성이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미치는 성실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 가설이 지지됨으로써 성실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조

절효과를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oward와 Howard(2011)는 높은 개방성으로 인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

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학습 상황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 설정이 어려워지고 학습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성실성의 계획 짜기나 조직화 등과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높

은 개방성이 이러한 행동 패턴을 줄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 및 학업상담 실제에 지니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

재한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검사 점수가 평균 미만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

해 학업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학

습전략 사용 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과 학업부진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개입방법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학업 문제를 경

험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특성에 대해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예상되었던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분석 결

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기존의 성

격 변인을 정교화 하였다. 성격 5요인은 각각의 요인들의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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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고유한 성격을 구성한다. 이러한 성격의 특성으로 인해 성격 변인을 보다 클

러스터 및 유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Hofstee

de Radd, & Goldberg, 1992; Howard & Howard, 2011).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따라 성실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성

격에 대한 유형의 관점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학

습자의 성격 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수준에 관련된 연구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왔던 개방성의 선행연구들에 대하

여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대체로 예측변인보다는 조

절변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절효과가 성실성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과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을 학습전략 사용의 결함으로 이해하

였으며 학습전략 사용을 중요한 학업 문제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학습전략 사용 수

준이 평균 미만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정

의가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학업 성취 수

준을 기준으로 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제한점을 지니

고 있다. 양적 연구방법만을 통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어려움을 폭넓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초점

집단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권경

인·양정연, 2014; 김미옥, 2011).

셋째, 본 연구는 성격 특성을 예측변인 및 조절변인으로 하여 학습전략 사용 수

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성격특성과 학습전략 사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실성 또는 개방성이 특정 개입이나 상황 속에서

학습전략 사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지 보여주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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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jerano & Dai,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관련 개입을 예측변인

으로 투입하고, 성격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후 연

구는 어떠한 성격 특성이 학습전략 관련 개입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보여줌으로

써, 내담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개입과 관련된 정보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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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Use of

Learning Strategies

: With Special Regard to the Moderating Effect of Openness to

Experience

Woo, Yeyoung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chievement is a major factor on both developmental tas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Also, youth clients who report academic

difficulties are increasing nowadays. In this vei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cademic difficulties more thoroughly. Learning strategi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academic difficulties. Moreover,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er traits and the learning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low learning strategies

using level.

Research hypotheses were as follows. First, openness to experience will ha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Second, openness to experience will ha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the use of cognitive strategies.

Third, openness to experience will ha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the use of meta-cognitive strategies.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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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ss to experience will ha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the use of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test results of 7th grade students and 8th

grade students of A middle school and B middle school were used. To focus on

th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using learning strategies,

results which were below the average score were used. Using these test results,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he results supported research hypotheses. Moderating effect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the use of overall learning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 meta-cognitive strategies, and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To sum up, openness to experience acted as a

moderating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in the low learning strategies usage level group.

………………………………………

keywords :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Personality traits,

Conscienti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Learning

Strategies,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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