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연구

양명희(梁明姬)
* 1)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적극 참여하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

하고자 비교적 최근에 구안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의 여러 연구를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지능,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한 결과, 자기조절학습이 지능이라는 일반능력과는 구분되며 학업성적을 유의미하게 예언함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전체 학업성적의 33. 3%가 자기조절학습에

의해 설명되며,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의 모든 구성변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5%, 하위25%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판별분석에서 이들의 77. 7%가

정확히 분류된 연구 결과는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학습자 특성임을 입증해준다.

주요어:자기조절학습,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통제, 다변량변인, 판

별분석

I. 서 론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응의 한 기제이다. 일상

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무의식적 학습과는 달리 학교학습은 의도적이며 학습내용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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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학습 성취에서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다.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하게 연구되어 온 학습자 특성으로는 의심할 바 없이, 지능이

있다. 지능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이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거듭 보고하여 왔기 때문에 지능

은 학습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결정 요인이며, 학업성적의 성공과 실패를 예

언하는 변인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따라서 학습성취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날

때, 그 원인은 학습자의 지적인 능력, 즉 지능의 차이로 귀결되곤 하였다.

지능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던 여러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이

들 간에 .5∼.6의 상관이 존재한다고 한다. 지능이 학업성적과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나 그 크기가 .5∼.6이라는 사실은 전체 학업성취의 25∼36% 정도만이 지능에 의해

설명됨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설명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능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교육적 처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여 왔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지능과는 달리, 자기조절학습은 자신

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구안된 개념

이다. 자기조절학습 연구는 효과적인 학습이 외적 환경이나 지능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

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그 전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습을

오랜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자기조절의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

에 중점을 두었다. 교사중심의 사고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효과적인 학습자가 보이는 특성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교육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 연구는 연구자들마다 이론적인 기반과 관심이 상이하여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명희(2002)

는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기조절학습을 개념화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의 구성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지능, 학업성적과 어떠한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 현상은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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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자기조절학습 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1980년대에

심리학 분야에서 Bandura, Thoresen과 Mahoney, Kanfer, Mechenbaum 등에 의해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에 대

한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보다 구체적인 계기로는 미국의 Zimmerman

등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교육 연구자들이 Bandura의 경험적 내용과 연구형태에 토대로, 학습

자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나가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홍기칠, 1994). 그 결과, 1986년 처음으로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라는 학술잡지를 통해 첫 연구물들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

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Zimmerman & Schunk, 1989).

그러나 자기조절학습은 그것의 범위가 너무 넓어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기조절학습을 다루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이

론적 기반과 관심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자기조절학습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학

습에 자기조절이 요구되며, 자기조절을 잘하는 학습자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점에서 동

의하지만 자기조절학습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McCombs(1986, 1989; McCombs & Marzano, 1990)는 자기지각을 토대로 하여, Corno(1986)는

의지(volition)를, Schunk(1983, 1984a, 1985b, 1989)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을, Winnie(1995a,

1995b)는 지식수준를 토대로 하여 자기조절학습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Zimmerman은 좋

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해내는 학습자 내부의 힘에 주목하여 자기조절학습을 메타

인지적으로 뿐 아니라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이라 정의하

였다.

자기조절학습 연구가 최근에 등장하였긴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효과적인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을 잘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이 자기조절학습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있다. 자기조절의 대

상에 따라 이들 연구를 크게 인지중심, 동기중심, 행동중심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인지중심 연구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도중 자발적으로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한다. 그들은 주로 낮은 학업성취자와

의 비교 연구를 통해,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가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을 보다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깊이 있고 의미 있

는 방식으로 이해함을 주장한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1988, 1990; Corno &

Mandinach, 1983; Peterson et al, 1982). 인지전략이란 학습자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Weinstein와 Mayer(1986)는 이를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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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고 있다. 메타인지전략은 학습자가 학습하면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통제, 조절하는데 관

련된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계획, 점검, 조절로 나뉘어진다(Cross & Paris, 1988). 인지전략이 학

습을 효율적으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메타인지전략은 학습자

가 학습하면서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인지전

략을 선택하고 통제하게 된다.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은 경험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

지만 연구자들은 이론적인 근거하에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R. Gagné(1985)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기조절의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위와 같이 인지중심의 자기조절학습 연구결과들은 자기조절학습자가 다양한 인지전략과 메

타인지전략을 사용하면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몰두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Corno &

Mandinach, 1983; Zimmerman & Martinez-Pons, 1986, 1988; Weinstein & Mayer, 1986;

Peterson et al., 1982). 결국,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인지활동의

한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

기조절학습의 인지적 측면에 집중하여 자기조절학습자가 어떻게 다양하고 적합한 전략을 적용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인지중심의 연구와는 반대로 자기조절학습이라는 현상을 동기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학습전략의 사용만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을 선택하여 자신

의 인지를 조절해 나가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학습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동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Pintrich, Marx & Boyle,

1993). 실제로 초기의 자기조절학습 연구들은 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므로써 동기적

인 요소를 간과해 온 경향이 있었다. 여러 동기적 특성 중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숙달목적지

향성(Ames, 1992; Ames & Archer, 1988), 자아효능감(Bandura & Cervone, 1983; Zimmerman,

1986; Schunk, 1994), 성취가치(Garcia & Pintrich,1994; Pintrich & De Groot, 1990; Wigfield,

1994)가 탐구되어왔다.

숙달목적을 지향하면 학습자는 학습내용을 익히는데 그들의 관심을 최대한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숙달목적을 지향할 때, 학습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되므로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활동이 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다시 말하여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자아효능감이 필수

불가결하다. 일반적으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보여주며, 학습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Schunk, 1990). 반면에 성취가치는 학습을 가치롭게 다루는

이유로서, 숙달목적을 지향하고 자아효능감을 지각케 하는 근간이 된다. 이들 모두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조절적인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을 학습행동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동기중심 연구가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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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만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기만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인지하는 바와 같다. 이는 학습 자체가 단면적이라기보다는 다면적인 특성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학습자 행동 특성 중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학습시간의 관리

가 자기조절학습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탐구되었다.

행동통제(action control)는 Kuhl(1985, 1987)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그에 따르면 동기(motivation)

가 목표를 정하기까지의 과정이라면 행동통제는 일단 목표가 정해지고 난 후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과 관련된다. 예컨대,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중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동기적 특성이라

한다면 일단 공부를 시작한 후 텔레비젼의 유혹, 주위의 소란스러움과 같은 여러 방해물에도 불

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능력이 행동통제이다. Brunstein과 Olbrich(1985)은 실험연구를 통해 행동

통제가 뛰어난 학습자는 실패 후에도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해 가면서 문제 해결 행동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금방 수행의 감소를 보이면서 감정적이고, 부적합한 문제해결 전략을

구사함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행동통제는 자신의 동기 상태를 행동으로 옮겨내는 힘이다. 행

동통제와 더불어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더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도움

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조절 학습의 전략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들이

교사나 친구에게 보다 빈번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들

은 오히려 이를 원하지 않았다(Newman, 1990; Karabenick & Knapp, 1988, 1991; Zimmerman &

Martinez-Pons, 1986; Newman & Goldin, 1990). 사실 도움구하기는 일찍감치 포기하는 것이나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시간의 관리는 자신의 학

습 시간을 계획, 통제하는 것으로서, 계획이나 목적설정과 같은 학습전략으로부터 나온 행동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Britton과 Tesser(1991)의 연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는 능력이야말로 학업성취에 중요하며 자기조절적 표현 방식 중의 한가지임을 보여준다. 위

와 같이, 자기조절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행동을 조절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학습자와 뚜렷하게 구

분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조

절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명희(2002)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기조절학습을 개념화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

검증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이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

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실제로 지능,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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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교, 16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757명이었다(<표 1>참조). 이

들 고등학교는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계층이 편

파 되지 않도록 하였다. 성적은 1학기말 성적(전과목 점수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학교간 편차

문제로 인하여 T점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지능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

능점수를 이용하였다. B와 D 학교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능, 학업성적간의 상관분석에 지능

점수, 성적의 결측치가 없었던 255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표 1> 연구대상

A B C D 계

남자 110 90 66 73 339

여자 83 97 130 108 418

계 193 187 196 181 757

2. 측정도구

1) 자기조절학습

양명희(2002)는 자기조절학습 모형을 제안하면서 자기조절학습을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

절의 세 차원과 하위 구성변인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구성변

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지조절 차원의 문항들은 학습자가 학습할 때 자신의 인지를 얼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절, 통제하는지를 측정하며 총 27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중 17개의 문항은 시연, 정교화, 조직

화와 같은 인지전략을, 나머지 10개 문항은 계획, 점검, 조절로 이루어진 메타인지전략을 다루

고 있으며 학습자의 자발적인 사용 정도를 측정한다. 동기조절 차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동

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가 측정변인이

며 27개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조절은 학습자가 가정, 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어

떻게 자신의 학습행동을 조절, 통제하는가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묻고있다. 노력한다와 같은

애매한 단어를 피해 사전을 찾아본다 , 묻는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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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단계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별

신뢰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84문항으로 이루어진 전체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α)는 .9506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차원별로 살펴보면 인지조절 .88, 동기조절 .93, 행동조절 .88로 동기조절 차원이

다른 차원에 비해 약간 높다. 구성변인별로 볼 때는 성취가치가 가장 높고, 메타인지전략이 가

장 낮다.

<표 2>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의 구성변인, 표본 문항 및 신뢰도

(괄호 안은 문항수와 신뢰도)

인지조절 (27문항, α=.88 )
인지전략의 사용 (17문항, α=.84 )

노트나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다

나는 주요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를 내 말로 바꾸어 본다.
내용이 복잡할 때는 도표를 그리거나 요약해본다.

메타인지전략의 사용 (10문항, α=. 75)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나는 공부하는 도중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뛴다

동기조절 (27문항, α=.93 )
숙달목적지향성 (7문항, α=. 80)

나는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 내용을 잘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아효능감 (11문항, α=.89 )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 할 것이다.
성취가치(9문항, α=.91)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동조절 (30문항, α=.88 )
행동통제 (14문항, α=.83)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학업시간의 관리 (5문항, α=. 80)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은 비워놓고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한다.
도움구하기 (11문항, α=. 79 )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본 연구의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수준에서 요인분

석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과 varimax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단일한 요인이 산출되었

다. <표 3>은 8개 구성변인이 .57∼.80이라는 높은 부하량을 보이면서 단일한 요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구성변인 모두가 자기조절학습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이라는 구인의 존재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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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인수준의 요인분석: 아이겐 값 1.0 기준

요인1 공유변량

자아효능감 . 799 .638

인지전략의 사용 . 780 .608

도움구하기 . 776 .602

숙달목적지향성 . 753 . 567

학업시간의 관리 . 710 . 504

성취가치 . 687 .472

메타인지전략의 사용 . 662 .438

행동통제 . 569 .324

아이겐 값 4. 15 4. 15

변량백분율 51.90 51. 90

8개 변인이 세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한 경우의 요

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변인수준 요인분석: 요인수를 3으로 지정한 경우

요인1 요인2 요인3 공유변량

성취가치 . 813 . 152 . 145 . 706
자아효능감 . 787 .224 .323 . 774
숙달목적지향 . 785 .310 . 102 . 723
인지전략의 사용 . 245 .850 - . 102 . 792
메타인지전략사용 . 259 . 781 .313 . 775
도움구하기 . 453 . 510 .387 .615
행동통제 . 249 - .003 .875 .827
학업시간의 관리 . 142 . 562 .639 . 743
고유치 4. 12 0.96 0. 87 5.95
변량 백분율 51. 53 12.02 10. 90 74.45

요인수를 3으로 지정한 경우가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설명하는 변량의 백

분율이 더 높다. 변인수준의 요인분석은 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이라는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

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면 문항수준의 요인분석은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의도하였던 변인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라 할 수 있다. 각 차원별 문항수준의 요인분석의 결과는

<부록 1>, <부록 2>, <부록 3>에 나타나 있다. 각 차원별은 모두 뚜렷한 요인구조와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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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성적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자의 학업능력을 예언하는 데 유용한 학습자 특성임을 입증하고자 학업

성적을 준거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1학기 말 성적을 입수하여 전 교과목의 평

균 점수를 준거 점수로 사용하였다. 학교마다 평균과 편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T점수로 표준화

시켜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은 학업성취도, 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학업성취 수준별로 자기조절학습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를 얼마만큼 정확히 분류해 내는가?

Ⅵ. 연구결과

1. 학업성적과 자기조절학습의 관련성

자기조절학습이라는 학습자 특성이 지능,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살

펴보고자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구성변인별로 지능, 학업성적간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자기조절학습 8개 구성변인 중 인지전략,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행동통제가 지능과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며 그 정도는 .20∼.30으로 다소 낮다. 반면에 학업성적은 자기조절학습의 8개

구성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도 .25∼.48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조절

학습이 지능과는 구분되는 능력으로,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유추케 한다.

<표 5>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지능,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N=255)

인지

전략

메타인지

전략

숙달

지향

자아

효능감

성취

가치

행동

통제

도움

구하기

학업시간

관리

지능 . 24** . 03 . 20** .30** . 11 . 13* .06 - .06

학업성적 . 42** . 25** . 26** .48** .29** .25** .30** .25**

부분상관a . 42** . 12 . 20** .43** .26** .24** .23** . 11

a 지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학업성적과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간 부분 상관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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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 중 일부가 지능과 상관을 보이며, 지능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

한 학습자 특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

의 부분상관을 구하고자 하였다. <표 5>를 보면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메타인지전략과 학업시

간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상관의 크기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

이 지능과 같은 일반 능력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선행 연구(Pressley & Ghatala, 1990;

Zimmerman & Martinez-Pons, 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조절학습의 여러 연구들은 이론

적 기반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들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

해준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적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학업성적에 대한

자기조절학습의 구성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업성적을 종속변인으로, 자

기조절학습 구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다른 독립

변인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의 측정을 분

석하는데 유용하다. 즉, 다른 모든 변인들이 동일할 때라는 단서를 통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인과관계의 메카니즘 속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특정변인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Enter를 선택하였다. Enter 방식을 선택하면 모든 변인이 동시에

강제적으로 투입되어 하나의 회귀모형에 들어간다.

<표 6> 학업성적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시연 . 89 .07 1. 80

. 333 25.06***

정교화 1.94 . 14 3. 00**
조직화 1. 76 . 13 2. 88**
계획 . 73 .07 1. 35
점검 . 46 .04 . 96

학업성적 조절 -1.43 - . 13 -3. 77***
숙달목적지향성 -2.0 - . 15 -3.07**
자아효능감 5.95 .42 8. 23***
성취가치 - . 20 . 19 . 43

행동통제 - . 50 - . 03 - . 76

도움구하기 1.07 .07 1. 41

학업시간의 관리 - . 73 - . 06 - 1. 19

학업성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값이 = .001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자기조절학습이 학업

성적을 잘 예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설명량도 전체 학업성취의 약 33% 정도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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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변인별로 볼 때 자아효능감, 조절, 숙달목적지향성, 정교화, 조직화 순으로 유의하며, 자아

효능감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요약컨대,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적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적과의 상관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은 지능이 설명하지 못하는 학업성취의 한 부분을 자기조절학습이 설명해 낼 수 있는 단서

를 제공한다.

2. 학업성취 수준별 자기조절학습의 정도

연구문제1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

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학업성취의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 수

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취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을 종

속변인으로 한 다변인 변량분석(이하 MANOVA)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의 구

성변인간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MANOVA가 바람직하다. 남녀와 성취수준간 상호작용

효과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상호작용은 없었으므로 남녀를 함께 분석하였다.

MANOVA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량분

석(ANalysis Of Variance : 이하 ANOVA)의 일반화된 형태이다. ANOVA가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한 여러 독립변인의 개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반면 MANOVA는 상호상관이 가정되는

여러 종속변인에 의한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한다. 종속변인들이 상호상관을 가진 경우 이

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들 변인을 독립적으로 ANOVA 하게 되면 1종 오류의 증

가로 인해 채택해야 할 영가설을 기각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이 MANOVA는

여러 종속변인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들간의 상호상관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Hair

et al., 1995).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취수준을 낮은 집단, 보통 집단,

높은 집단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제1사분점에 해당하는 집단을 낮

은 집단으로, 제2사분점을 중심으로 상하 25%의 사례수를 포함하는 집단을 보통 집단으로, 제3

사분점 이상의 집단을 높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각 집단은 전체 학습자의 25%를 포함

하므로 전체 사례의 75%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중 반응의 결측치가 없었던 459명이 최

종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MANOVA를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검토하였다. 충분한 사례수, 다변량 정상성,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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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량 행렬의 동질성, 종속변인간의 선형성, 종속변인들의 상관성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우

선 본 연구문제는 전체 사례수가 459명이고 각 집단의 사례수가 각각 144, 154, 161으로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가 종속변인의 수인 12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사례수로 인한 통계적 검증력

에는 문제가 없다. 개별 변인이 정상성을 이루게 되면 이들이 함께 이루는 분포도 정상성을 가

정할 수 있으므로(이영준, 1991)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개별 종속변인의 잔차 히

스토그램, 정상확률곡선, 탈경향곡선을 살펴보았으나 정상성을 크게 벗어나는 종속변인은 나타

나지 않았다.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 가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셀의 사례수가 30명 이

상이면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다(양병화, 1998). 가장 적은 사례수가 156명으로 충분히 클 뿐 더

러 각 집단의 사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가정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속 변인간의 상관

성에 대한 평가는 Barlett 구형성 검증값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의 Barlett 구형성 검증값은 .505

로서 유의도는 p < .01이다. 따라서 종속변인들이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여 종속 변인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MANOVA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성취수준별 자기조절학습 정도의 차이 검증 (N=459)

낮은 집단

(n=144)
보통 집단

(n=154)
높은 집단

(n=161) F 2

Mean SD Mean SD Mean SD

시연 3. 16 . 83 3.38 .68 3. 54 . 71 10.45*** .044

정교화 2. 93 . 75 3.25 .62 3. 66 . 66 44.60*** . 164

조직화 2. 93 . 72 3.21 .63 3. 60 . 61 40. 74*** . 152

계획 3. 32 . 92 3. 52 .81 3. 88 . 78 17. 59*** .072

점검 3. 00 . 87 3.26 . 76 3. 65 . 79 25.43*** . 100

조절 3. 69 . 93 3.89 . 74 3. 51 . 95 7. 54** . 132

숙달목적지향성 3. 08 . 73 3.28 .69 3. 59 . 60 21.96*** .088

자아효능감 2. 66 . 63 2.96 .63 3. 50 . 55 75.83*** .250

성취가치 2. 90 . 84 3. 16 .89 3. 60 . 76 27.27*** . 107

행동통제 2. 63 . 59 2. 71 . 58 3. 01 . 60 17.89*** .073

도움구하기 2. 83 . 62 2.99 . 55 3. 26 . 53 22.48*** .090

학업시간관리 2. 88 . 84 3. 10 . 72 3. 39 . 79 15.94*** .065

Wi lks ' Lambda . 650 ( F=8. 93***)

Hot tel l ing 's Trace . 526 ( F=9. 73***)

Pi l lai 's Trace .359 ( F=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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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수준 별로 자기조절학습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Phillai,

Hotellings, Wilks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이들 모두 p<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성취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의 정도가 다르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각 수준별 자기조절학습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성취가 낮은 집단은 다른 학

습전략 보다는 시연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연은 정교화나 조직화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인 인지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인지조절의 모습과 정도가 다소 소극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숙달목적과 성취가치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

해 약하고 특히 자아효능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성취가 높은 집단은 여러

학습전략을 고루,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숙달목적이나 성취가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아효능감에서 더욱 뚜렷하다. 개별 구성변인이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2을 살펴보았는데, 집단간 차이는 자아효능감, 정교화, 조직

화 순으로 뚜렷하다. 따라서 성취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높고 정교화,

조직화 전략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요약컨대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는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다. 높

은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들은 낮은 학습자에 비해 자기조절학습의 구성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그들은 높은 자아효능감을 유지하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을 빈번

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지니며 이 점에서 학습자들은 성취수준에 따라 자기조

절 수준과 모습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의 판별분석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으로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성적이 높

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변별, 구분해 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는 앞의 다변인 변량분석에서 사용한 집단 중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높은 성취에 해당하는 상위 25%의 학생과 낮은 성취

에 해당하는 하위 25%의 학생 총 305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표 8> 판별분석에서 도출된 정준 판별 함수 (N=305)

함수 고유치 정준상관 Wi lks ' Lamda χ
2 (df=12) 유의도

1 . 71 .65 . 58 159.9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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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판별함수 분석방법을 이용한 결과 1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는데 이 함수가 좋은 판

별함수인가를 검증하는 값으로 고유치, 정준상관, Wilks' Lamda, χ2가 있다. <표 8>을 살펴보

면 이 값들이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이 집단을 구분하는

좋은 판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9>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의 판별분석 결과 (N=305)

독립변인 구조행렬 계수 Wi lk 's Lambda F

시연 . 30 .94 19.29***
정교화 . 61 . 79 81.49***
조직화 . 60 .80 77. 50***
계획 . 39 .90 32. 71***
점검 . 47 .86 47.86***
조절 - . 11 .99 2. 74
숙달목적지향성 . 45 .87 44. 11***
자아효능감 . 84 .66 153. 06***
성취가치 . 51 .84 56.82***
행동통제 . 38 .91 31.24***
도움구하기 . 44 .88 42.23***
학업시간의 관리 . 37 .91 29.26***

<표 9>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행렬 계수를 보

여준다. 직접적 판별함수 분석에서는 독립변인들의 공통 변량이 개별요인의 기여도를 설명하는

변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여 변량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구조

행렬로 상대적 기여도를 해석하게 된다(양병화, 1998). 구조행렬의 값을 비교해 볼 때, 자아효능

감이 .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교화, 조직화, 성취가치, 점검, 숙달목적지향성, 도움구하기,

계획, 행동통제, 학업시간의 관리, 시연, 조절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에서는 크게 두 종류

의 Wilk's Lambda 값이 산출되는데 위의 표에 제시된 Wilk' s Lamda는 단변량 통계치(U)로서

개별변인이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 간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검증이다. Wilk' s Lambda

에 따른 F값을 살펴보면,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는 자아효능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절에 있어서만 차이가 없고 나머지 구성변인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확인된다.

12개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

자의 77.7%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표 10>의 분류 행렬을 보면, 높은 성취집단은 174명 중

143명이 정확히 분류(82.2%)되었으며 31명이 잘못 분류(17.8%)되었다. 낮은 성취집단의 경우는

167명 중 122명이 정확히 분류(73.1%)되었고 45명이 잘못 분류(26.9%)되었다. 따라서 분류의 힘

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9% 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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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판별 분석의 분류 결과

실제집단 표본수
예 언 집 단

높은 성취 낮은 성취

높은 성취 174 143(82.2%) 31(17.8%)

낮은 성취 167 45(26.9%) 122(73. 1%)

정확하게 분류된 표본비율(Hi t Rat io ) = 77. 7%

결론적으로 이상의 판별분석 결과는 다음을 지시해 준다: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은 높은 성

취자와 낮은 성취자를 판별하는데 매우 좋은 예언력을 보이며, 이들을 77.7% 정도 정확하게 구

별해 낸다. 그리고 조절을 제외한 구성변인 모두가 높은 성취 집단과 낮은 성취 집단을 예언하

는데 유의한 공헌을 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능, 학업성적,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 간의 상관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조절학

습이 지능과는 구분되는 능력이며, 학업성적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

업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예언하며, 전체 학업성적의 약 33% 가량을 설명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학업성취의 수

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검증을 위해 성취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을 종

속변인으로 하는 다변인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성취수준별 차이가 모든 구성변인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아효능감, 정교화, 조직화의 순으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가 높다. 이는 학업성취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의 모습과 수준

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자기조절학습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단적으

로 증거하여 준다. 특별히, 전체 사례 중 하위 25%와 상위 2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판별분석

결과,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이 77.7%로서, 자기조절학습만으로도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를

판별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분석방법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적과 이루는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

하였는데 여러 결과들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기조절학습의 역할을 증거해 주고 있

다. 특별히 자기조절학습과 지능간의 상관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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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독립적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능이 다소 낮더

라도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높은 성취의 가능성이 다분한 셈이다. 이점에서 자

기조절학습은 지능을 보상하는 강력한 힘이라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만으로도 학업성취가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를 77.7%의 정확도로 분류하였던 판별분석 결과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본 연구는 모든 학습자가 자기조절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조절의 효율성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전이나 생활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된 채, 학교교육을 시작할 때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지능과는 달리,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에서의 자기조절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교육적 관점을 제시한

다. 따라서 실제 교육장면에 있어서는 학습자 특성의 하나로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주목하여

이를 이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론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의 제한점 및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중학생이나 대학생까지 일반화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나 지능에 대해 보여주는 경험적 관계는 중학

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습내용과 수준을

고려해볼 때 학교급에 따라 학업성취와 지능과의 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 고등학교의 학습내용

이 보다 추상화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서 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추후연구는 발달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

해보고 이론화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둘째,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성변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차 특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자기조절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탐구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하

고 통제하려는 노력이라면 학습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내용에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적 없이는 자기조절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목적

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는 요인, 예컨대, 가정환경이나 교실환경, 교수변인

에 대한 고찰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기조절학습 연구는 이들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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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와 서울대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시스템 개발연구를 수행 중이며 , 서울대 , 숙명여대, 세종대, 서울여대 등에서 강의하였다 . 관심분야는 정의적

특성의 평가, 연구방법론, 교육측정 및 평가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자기조절학습의 모형개발과 타당화연구 , 자

기조절학습의 이론 및 실제 , LISREL을 이용한 자기조절학습의 개념화연구 등이 있다.

E-mai l : myonghee@ki ce . r e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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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축분해법과 사교회전 방법을 이용한 인지조절 차원의 요인행렬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공유변량

문항19(정교화) . 690 .006 - . 171 - .318 .354 .469 . 507

문항22(정교화) . 654 .010 - . 275 - .314 .424 .443 .477

문항15(정교화) . 646 . 132 - . 142 - .347 .305 .380 .439

문항7(정교화) . 628 . 169 - . 162 - .289 .314 .336 .409

문항12(정교화) . 612 . 121 - . 143 - .250 .376 .306 .384

문항3(조직화) . 556 .001 - . 010 - .429 .420 .341 .386

문항4(정교화) . 553 . 148 - . 104 - .266 .424 . 196 .344

문항1(정교화) . 545 .007 - . 007 - .322 .449 .272 .344

문항10(조절) . 117 . 764 - . 180 - . 175 . 147 .001 . 589

문항26(조절) . 009 . 754 - . 216 - . 164 . 134 .008 . 571

문항14(조절) . 135 .694 - . 156 - . 111 . 195 .007 .491

문항21(시연) . 006 . 157 - . 934 - . 184 .009 .272 .895

문항11(시연) . 164 .212 - . 658 - .298 . 177 .297 .444

문항18(시연) . 258 . 165 - . 361 - .326 .236 .314 .208

문항9 (계획) . 341 . 188 - . 250 - . 793 .322 .313 .633

문항2(계획) . 400 . 137 - . 200 - . 780 .326 .289 .630

문항16(계획) . 204 . 134 - . 285 - .636 .204 .361 .426

문항24(계획) . 197 . 100 - . 211 - . 538 .237 .296 .298

문항8(조직화) . 336 . 180 - . 140 - .286 .637 . 195 .412

문항23(조직화) . 567 .007 - . 206 - .338 . 595 .467 .488

문항5(조직화) . 431 .009 - . 131 - .267 . 585 .281 .368

문항13(조직화) . 238 .249 - . 208 - .255 . 582 . 192 .370

문항27(조직화) . 330 .001 - . 004 - . 193 .442 .213 .222

문항20(점검) . 410 .005 - . 275 - .308 .241 . 723 . 532

문항17(점검) . 433 .004 - . 256 - .371 .255 .671 .476

문항25(점검) . 266 . 115 - . 343 - .409 .360 .611 .436

문항6 (시연) . 180 . 101 - . 164 - . 178 . 184 .229

고유치 6.950 2. 209 1.854 1.485 1. 298 1. 056 14.852

설명백분율 25. 741 8. 183 6.868 5. 501 4. 806 3. 910 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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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축분해법과 사교회전 방법을 이용한 동기조절 차원의 요인 행렬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공유변량

문항37(자아효능감) .800 - .418 .371 .647

문항46(자아효능감) . 770 - .423 .394 . 598

문항40(자아효능감) . 712 - .459 . 521 . 545

문항44(자아효능감) .694 - .277 .315 .487

문항29(자아효능감) .673 - .416 .465 .475

문항48(자아효능감) .658 - . 545 . 581 . 547

문항32(자아효능감) .654 - .373 . 507 .465

문항53(자아효능감) .602 - .392 .290 .380

문항35(자아효능감) . 581 - . 503 .456 .415

문항42(자아효능감) . 562 - . 505 . 523 .429

문항51(자아효능감) .330 - . 118 .235 . 119

문항49(성취가치) .374 - .838 .372 . 704

문항54(성취가치) .400 - .804 .384 .647

문항38(성취가치) .360 - .801 .453 .656

문항50(성취가치) .378 - . 791 .344 .625

문항30(성취가치) .451 - . 726 .392 . 541

문항33(성취가치) .374 - . 704 .362 .499

문항52(성취가치) .320 - .692 .300 .479

문항36(성취가치) .451 - .616 .288 .415

문항45(성취가치) . 540 - . 564 .418 .417

문항41(숙달지향) . 519 - . 564 . 721 . 549

문항47(숙달지향) .437 - .382 .687 .483

문항34(숙달지향) .418 - .373 .604 .384

문항43(숙달지향) .491 - .259 . 598 .409

문항39(숙달지향) .343 - . 532 . 575 .425

문항28(숙달지향) .255 - .299 . 542 .300

문항31(숙달지향) .209 - . 193 .473 .226

고유치 9.84 1. 97 1. 05

변량백분율 36.45 7. 30 3. 90 4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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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축분해법과 사교회전 방법을 이용한 행동차원의 요인행렬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공유변량

문항65(행동통제) . 754 .253 .345 .253 .323 - .414 - .221 . 589

문항66(행동통제) . 730 .299 .339 .231 .295 - .356 - . 191 . 550
문항69(행동통제) .695 .308 .426 .288 .329 - .432 - .240 . 549
문항75(행동통제) .488 .210 .416 .202 .437 - .334 - .249 . 370
문항81(행동통제) .309 . 125 . 146 .008 .208 - .273 - .005 . 127
문항77(행동통제) . 197 . 718 . 147 .004 . 115 - . 197 - . 177 . 543
문항78(행동통제) .306 . 716 . 128 . 106 .004 - . 196 - . 131 . 544
문항80(행동통제) .304 .639 . 140 .003 .006 - . 199 - .000 . 433
문항76(행동통제) . 126 .634 . 119 - .007 .007 - . 143 - .321 . 494
문항79(행동통제) . 196 . 594 . 168 - .003 .005 - . 129 - .006 . 358
문항83(행동통제) . 177 .497 . 194 .002 .007 - .004 .004 . 270
문항82(행동통제) . 155 .429 .002 - . 107 .005 - .005 . 158 . 237
문항58(시간관리) .311 . 184 .840 .292 .261 - . 190 - .221 . 711
문항55(시간관리) .255 . 108 . 770 .333 .202 - . 130 - .009 . 604
문항73(시간관리) .330 . 189 .688 .391 .315 - .221 - .005 . 514
문항63(시간관리) .405 . 159 .669 .236 .308 - .262 - .455 . 566

문항62(도움구하기) .309 . 124 .394 .358 .273 - .251 - .204 . 250

문항71(도움구하기) . 165 - .002 .339 .809 .215 - .268 - .010 . 667

문항59(도움구하기) . 173 .006 .399 . 732 .268 - .306 - . 103 . 582

문항70(도움구하기) .202 - . 141 .254 .623 . 105 - . 178 - .005 . 414

문항67(도움구하기) .290 - .004 .269 .616 . 115 - . 181 - .008 . 410

문항74(도움구하기) .323 .007 .274 . 192 .808 - .339 - .008 . 662

문항56(도움구하기) .348 . 142 .343 . 101 .616 - .361 - .268 . 441

문항72(도움구하기) .206 .010 .335 .366 . 596 - .207 - .000 . 452

문항84(도움구하기) . 166 - .004 .003 - .005 .472 - .282 - .209 . 293

문항68(도움구하기) .395 . 118 . 173 .244 .332 - .923 - . 120 . 863

문항64(도움구하기) .318 .211 .260 .287 .319 - .636 - . 170 . 442

문항57(행동통제) . 507 .312 .454 .277 .344 - .376 - . 586 . 585
문항60(행동통제) .445 .277 .321 .267 .287 - .346 - . 508 . 441
문항61(시간관리) .371 .007 .378 . 181 .318 - .214 - .410 . 315
고유치 7. 45 3. 22 1. 88 1. 63 1. 33 1. 13 1. 00

설명백분율 24.8 10. 73 6. 27 5. 45 4. 44 3. 76 3. 36 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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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 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Ya ng , Myong-He e *2)

The research to expla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Self-regulated learning is a newly developed concept to explain the phenomena where the

learn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own learning and show goal-directed behaviors.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research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nd test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sample of high-school students, the result showed that self-regulated learning has meaningful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Surprisingly,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IQ and self-regulated learning was very low. In this respect, self-regulated learning is an ability

which supplements general abilities such as IQ.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dicated that self-regulated learning is an good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and 33.3% of academic achievement is explained. There was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among

high-, middle-, low-achieving group on self-regulated learning. High-achieving group was highest

and low achieving was lowest on the level of self-regulated learning. Specially, discriminant

analysis classified 77.7% of students correctly when high and low achieving group was used.

In conclusion, various analysis such as Pearson correlation, partial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discriminant analysis revealed that self-regulated

learning has powerful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 lends an evidence that

self-regulated learning is useful to explain and analysis the phenomena of students' learning.

Key Wor ds : sel f-r egulat ed l ear ning, mul t i var iat e analys i s of var iance, di scr i minant

analys i s , c lus t er analys i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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