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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과 학습효과에 관한 고찰

                                           박성익(朴成益)1) · 김미경(金美慶)2) 

  최근에 자기조 학습은 인간의 학습활동에 한 연구에 있어서 핵심  연구주제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 분야에서 최근의 연구동향으로 심이 모아지고 있는 자기조 학

습의 의미를 악하고,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  략을 고찰해 본 후, 자기조 학습이 학습효과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실증  연구결과들을 분석해보려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문

헌을 폭넓게 고찰한 결과, 자기조 학습의 주요한 세 가지 구성요인은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인 등인 것으로 밝 졌으며, 이러한 요인들과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정 인 상 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 졌다.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 의 하나인 메타인지 요인이 학업성

취에 미치는 향은 학습자의 특성과 연구목 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메타인지수 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로, 학습 략 요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험  연구들에서 학습 략의 하 요소인 

인지 략  자원 리 략 등의 학습 략 활용이 학업성취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오며, 

한 학습자가 상황과 환경에 합한 학습 략의 요소를 선택하고 활용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동기 요인 측면에서 볼 때, 동기 요인의 구성요소인 

자아효능감은 학업성취를 언하는 요한 변인으로 밝 졌고, 내재  가치 요소  시험불

안 요소는 학업성취와 한 련은 있으나 높은 상 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는 경험  연구를 통하여 자기조 학습 구성요인들 간의 역동  상호

작용 모델을 구안해 내야 할 것이며, 학습자가 학습력 증진을 하여 자기조 학습 구성요

인들을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조 학습 과정에 한 세부 인 조작기법과 활용방

안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며, 자기조  학습과정의 조작 략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 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학습자와 학습환경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른 자기조 학습

의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에 맞는 자기조 략의 활용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자기조절학습, 메타인지, 학습전략, 동기, 학업성취

 

Ⅰ. 서 론 

  인간의 학습에 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최근의 구성주의 에 따르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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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능동 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  학습의 첩경이라고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따르면, 학습력을 증진시키기 하여 학습자의 인지

 측면에 을 둔 종래의 연구로부터 벗어나 학습자의 정신과정과 학습과정에서 작용하

는 학습자 특유의 동기 요인과  학습 략 요인을 동시에 조작시켜주게 되면 학습력을 신장

시켜  수 있다는 것이다(박성익, 2000). 즉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특성에 맞는 학습방법을 

스스로 탐색하여 조 하게 되면 학습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증진될 수 있으므로, 학습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반 인 학습상황을 스스로 조 하는 ‘자기조 학습’

에 한 연구의 심이 커지고 있다. 

  자기조 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요구를 악하여 학습과정이 최 화될 수 있도록 

통제·조 하면서, 학습목표의 성취를 하여 합한 학습 략들을 용함으로써 의미있는 

학습활동과 결과를 산출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자기조 학습은 학습자가 능동  주체가 되

어 학습하도록 하고, 효과 인 학습의 과정을 조작하며 수행하게 된다. 한 자기조 학습은 

학습자가 메타인지 , 동기 , 행동  략의 선택  사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학습환경을 선택하고 구성하며 학습의 양과 형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습자가 주도 인 역할을 한다(Bandura, 1986; Corno & Mandinach, 

1983; Schunk, 1989; Zimmerman, 1986, 1989). 

  McCombs와 Marzano(1990)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의 개에 있어서 의지력을 갖고 있는 

결정권자로서, 메타인지, 인지, 정의 인 체계를 통제하고 리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학습환

경을 창출해나가는 역동 인 학습주체자임을 지 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

인에 한 연구분야에서 과거에는 교수방법이나 환경과 같은 학습자의 외  요인을 심으

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학습자의 인지과정과 동기 등의 학습자 내  요인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승호, 1999; Stipek & Gralinski, 1996). 이를 테면, 

Pinterich와  Groot(1990)는 자아효능과 내재  가치가 인지 략 사용  학업수행 결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고 시험불안, 자기조 , 자아효능감은 학업성취를 언할 수 있는 

결정 인 요소들이라고 주장하 다. 인지와 동기에 한 자기조 학습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은 결코 외부의 향에 의해 완 히 통제될 수 없고 항상 자기조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Weinert, 1983). 한 Paris와 Lipson(1983)은 학습자가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에는 인

지 략 측면에서 자기조 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90년  후반부터 자기조 학습과 학업성취도와의 계에 한 연

구가 부분 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으나 아직 이에 한 총체 이고 종합 인 분석  고찰 연

구를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리하여 자기조 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해보고자 지 까지 이루어져왔던 자기조 학습에 한 연구들의 실증 인 연구결과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 학습의 의미를 알아보고, 선행연구의 분석  고찰을 통해서 자

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에 해 심층 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  자기조 학습의 구성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그러한 구성요인들은 상호 어떠한 련성을 맺

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및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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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고찰

 

1. 자기조절학습의 개념과 세 가지 구성요인

  자기조 학습에 한 연구는 인간의 자기통제 혹은 자기조 에 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으

며, 1980년  이후 Zimmerman, B. J.과 그의 동료들이 극 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

구자에 따라서 자기조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 인 경

우에는 거의 동일한 용어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엄 하게 따져보면, 자기조 학습

과 자기주도학습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

  자기주도학습은 성인교육에서 다루는 개념으로서 1960년 부터 1970년 에 걸쳐 미국, 캐

나다. 국 등지에서 개발되었고, 그 이후 차 으로 평생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연구자

들로부터 심을 받아온 개념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과정을 교사·지도자·교재·교육기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이용하여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체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감

독하며, 학습자 자신이 이러한 활동들에 하여 제1차 인 책임을 지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박성익, 2000). 자기주도학습의 주요 개념은 학습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 학습자

의 주도(self-direction)이다. 즉 자신의 학습목   수단에 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타

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한 타인의 도움없이 학습자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공식화하고 학습자원을 동일시하고 학습 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등, 학습과정 체의 실행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반면에, Corno(1989)는 자기조 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내용을 심화된 인지  망

구조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 심화된 과정을 검하여 개선하는 것을 자기조 학습으로 보았

으며, Schunk(1989)는 자기조 학습은 수업 참석과 집 , 기억된 정보의 조직화, 부호화, 시

연, 생산 인 학습 환경의 조성, 자원의 효과 인 활용, 개인의 능력, 학습의 요성, 학습에 

향을 주는 요소들, 활동의 상과 결과, 개인의 노력에 한 만족과 자신감의 경험 등을 

포함한다고 지 하 다.    Zimmerman(1989)은 아동이 학습할 때, 아동이 스스로 메타인지

으로, 동기 으로, 행동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능동  학습이 자기조 학습이라고 정의하

다. Zimmerman(1989)은 학습을 조 하는 세 가지 결정요인으로 개인  과정, 환경, 행동

을 지 하고 있다. 한 략은 학습자에게 그들의 행동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감춰진 기능

까지 조 할 수 있게 해 다고 지 하 다. 학습자는 목표설정과 계획, 시연, 암기, 조직화, 

변형 등의 략과 자신감, 성취감, 자기동기부여를 통한 개인의 행동,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게 학습하거나 학습하기 좋은 조건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 학습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Pintrich와 De Groot(1990)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자료를 지각한 후에 

그것을 조직하여 장기기억에 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내는 인지능력과 인지를 리하고 

통제하는 상 인지능력을 자기조 학습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조 기능에는 학습자의 계획, 

조 , 인지의 수정, 학습과제에 한 노력의 리와 통제,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하고 기억하

며 이해하기 해 사용하는 인지 략이 포함된다고 언 하 다. Sink(1991) 등은 여러 학자

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을 인지 인 측면과 정의 인 측면으로 악

하 다. 자는 역 특수 인 지식과 략, 일반  학습 략, 학습과 수행에 한 메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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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일반 인 자기효능감 역, 특수한 자기효능감 역, 통제부

, 내 동기, 자아존 감, 완성경향성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조 학습에 한 개념  정

의는 학자들 간에 합의된 견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필자는 ‘자기조 학습이란 효과 ·효율  학습을 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

하고 내재 ·외재  동기를 수시로 부여하며 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원을 리

하는 학습방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자기조 학습은 심리학에 이론  기반을 

두고 있고,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심을 

둔다. 학습자는 학습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학습동기는 한 수 인지를 스스로 고려하

고 단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자신이 스스로 악한 피드백을 요시한다. 

  자기조 학습은 메타인지, 동기, 행동 요인을 포함한다. 즉 자기조 학습이란 학습활동을 

수행할 때, 메타인지, 동기, 행동의 측면에서 학습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

며, 자기조 기능이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실제 인 심리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메

타인지를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과정 에 학습을 계획하고, 목

을 설정하며, 자기 검과 자기평가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을 지각하고 자신의 학습에 한 통찰력과 확신을 갖게 된다. 한 동기차원에

서 보면, 자기조  학습자는 자아효능감이 높고, 자기귀인을 하며, 내재  흥미를 가지고 

근한다.  행동차원에서 학습에 극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목

을 달성하기에 가장 합한 환경을 선정하고, 구조화하며, 학습하기에 가장 합한 장소를 

찾고 학습과정 에 자기교수와 자기강화를 하는 것이다. 요컨 , Zimmerman(1986)이 지

한 바와 같이, 자기조 학습자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해 학습시 메타인지 략, 

동기 략, 학습 략을 체계 으로 사용한다.

   

2.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검토

  학자마다 각자의 에 따라서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을 약간씩 달리 개념화하고 있

다. 

  자기조 학습에 한 인지  구성주의 에서는 내  동기의 요성을 강조하고, 이러

한 내  동기의 구성요소가 곧  학습을 조 하는 동기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에서

는 자기조  학습자의 인지  능력은 메타인지 측면에서 심사·통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능력, 노력, 학문  과제, 교수 략을 핵심 인 자기조 학습의 방법으로 제시하 다(Paris 

& Byrnes, 1989). 자기조 의 동기화 측면에서 동기를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려는 과

정이라고 설명한다. 

  자기조 학습에 한 의지조  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학

습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 에서는 잠재된 심리 인 힘이 인

간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며, 학습자의 가치 과 기 수 에 따라서 학습을 조 하는 심리  

귀인을 동기로 으로써 동기 측면을 강조한다. Kuhl(1984)은 자기조 을 하도록 동기를 유

발하는 것은 구체 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인가와 기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Corno(1989)는 자기조 학습에 한 인간의 의지조  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주의 통

제, 부호화 통제, 정보처리 과정 통제, 정서 통제, 동기 통제, 환경 통제를 핵심 인 자기조

학습 략으로 밝히고 있다는 을 강조하면서 자기조 학습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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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지 략, 학습 략, 동기 략 측면을 제안하고 있다. 

  자기조 학습에 하여 사회인지  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

다. 이 은 학습결과에 한 성취기 와 자아효능감이 학습을 조 하는 동기라고 설명한

다. Bandura(1982)의 계획, 자기평가, 자기조 은 메타인지 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기술은 학습 략 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Bandura(1971)는 자기조 의 

동기화 측면에서 자기강화, 결과기 , 자아효능감이 동기유발을 결정한다고 지 하면서 동기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다. Bandura(1986)는 인간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개인 , 행동 , 환경

 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조 학습에 하여 상학  에서는 자기지각의 요성과 자아정체감이라는 동기

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에 따르면 자아개념을 증가시키고 실화시키는 것이 학

습을 조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McCombs(1989)는 자기조 의 핵심

과정으로 자기평가, 계획, 목표설정, 검, 정보처리, 부호화, 인출 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 략의 요한 요인들이라고 지 하고 있다. 

  자기조 학습에 한 인지심리학의 에서는 자아 련 내부언어와 과제 련 내부언어

가 학습 조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  원인으로 본다. 자아 련 내부언어는 학습자가 학습

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통제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동기 ·정서  언어를 말하고, 과제 

련 내부언어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데 있어서 과제 통제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문

제해결 략을 말한다. 이 에 따르면 자기조 의 주요 과정은 자기 심  언어이다. 

Vygotsky(1962)는 자기 심  언어를 외  언어 통제에서부터 내  언어 통제로 이동해가

는 과도기  언어이고, 언어가 내면화 되었을 때 자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 심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되어 내  언어가 될 때 비

로소 자기조 이 가능해진다. Vygotsky(1962)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  환경의 역할

을 요하게 여겼다. 발달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은 자기조 을 하게 하는 바탕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 Vygotsky(1962)는 자기조 의 

발달과정들을 내면화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 다. 그에 의하면 어린이와 성인간의 사

회  상호작용은 어린이에게 내면화될 내용을 제공해 다고 한다. 이 게 내면화가 되면 

어린이는 개인 내  수 에서 자기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 따라서 자기조 학습을 제각기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기조 학습의 공통된 구성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학

습상황에서 학습자는 메타인지, 동기, 학습 략 등 자기조 학습 략을 체계 으로 사용하

여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학습자는 능동 으로 학습에 응하는 것으로 본

다. 다음으로, 자기조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학습 에 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자

기지향 인 피드백을 사용한다. 즉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학습자 자신에게 합한 

학습방법을 찾고 학습 략을 세우는 등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계획하고 개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조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특정 자기조 학습 략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동기를 스스로 유발시킬 수 있다. 상학  에서는 자아개념에 한 인식, 사회  인지

주의 에서는 기 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자기조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의지조  에서는 학습자의 의지와 기 , 심리학  에서는 내부언어를 자기조

학습의 유인체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지  구성주의 에서는 내  동기를 자기

조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즉 동기는 학습행 를 강화시키는 심

리  귀인으로서 학습과정에 극  참여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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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 고찰

  Zimmerman(1989),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인지와 동기의 

통합 인 역할을 강조하 고, 개인 , 행동 , 환경  요소가 자기조 학습의 결정  요인으

로 밝 졌다. 개인  요인으로는 학생의 지식, 메타인지 과정, 목표, 불안, 자기효능감 등이 

있고, 행동  요인에는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응 등이 있다. 한 환경  요인에는 모

방, 언어  설득, 사회  지원과 학습환경의 구조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기조 학습

의 구성요인에 하여 Pintrich(1989)의 연구에서는 자기조 학습의 핵심 요인으로 인지  

요인, 자원 리 요인, 동기 요인을 지 하고 있다. 인지  요인으로는 할당된 시간의 리, 

과제를 수행하기 한 노력의 분배 리, 필요한 도움의 요청 등을 포함하며, 자원 리 요인

으로는 주어진 상황의 환경  여건 리를 들고 있고, 동기 요인으로는 내  지향, 과제의 

요성, 신념, 성공에 한 기 를 포함한다고 지 하 다. 한 Pintrich와 De Groot(1990)

는 자기조 학습에 동기를 포함시켜 동기화된 자기조 학습을 강조하 다. 그들은 44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동기  신념과 자기조 학습 략으로 구분하고 동기  신념 속에 자

아효능감, 내재  가치, 시험불안을 포함시키고, 자기조 학습 략 속에는 인지 략, 자기조

을 포함시켰다.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을 체계 으로 탐색한 Linder와 Harris(1992)는 메타인지, 학습

략, 동기, 상황  민감성, 환경이용과 통제의 5개 차원의 7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조

학습 검사(Self-Regulated Learning Inventory : SRLI)를 개발하 다. 여기서 메타인지는 인

지조 , 인지에 한 지식, 자기반성  인식을 말하고, 학습 략이란 성공 인 학습 진을 

해 계획·조직하기, 학습목표달성을 해 기술 세분하기, 학문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한 

차를 의미한다. 한 동기란 노력과 결과의 계를 인식하기, 성취감·능력감, 학습욕구를 

의미하고, 상황  민감성이란 과제 요구를 측정하는 능력, 과제 요구를 조 하는 능력, 학습 

과제와 평가사이의 계를 단하는 능력을 말하며, 환경 이용과 통제란 도움 구하기, 계획

하기, 학습 환경 만들기를 의미한다.

  Schunk(199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략 사용과 그들의 성취신념에 한 자기

조 이 학습노력을 지속시키고 성취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 효과

인 략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학습에 최 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효과 인 략

의 사용은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한 자기조 에 한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것

이다(Bandura, 1986; Bandura, 1997;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Schunk(1993)는 

략의 사용에 있어서 ‘과정목표의 기술’과 ‘ 략을 포함한 목표’를 요시하 다. 과정목표

의 요한 기술은 략의 용을 숙달하는 것이다. 비록 완숙목표와 수행목표가 구체성, 근

성, 난이도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조 의 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르

다는 것이다. 완숙목표는 기능의 향상을 한 방법으로 략 사용에 을 둔다. 학습자는 

그들이 유용한 략을 습득했다고 믿었을 때, 자신의 학습을 크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와는 조 으로 수행목표는 완숙목표보다 략의 요성을 해주지 못한다. 략이 많이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략을 체계 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정미경, 2000; Schun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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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Zimmerman과 Martinez-Pons(1986)는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 략의 사용과 학업성취도간

의 계를 연구한 결과, 학업성취수 이 높은 학습자들은 다양한 자기조 학습 략을 사용

하 으나 학업성취수 이 낮은 학습자들은 몇 가지의 략만을 사용하여 비능률 인 학습을 

한다고 보고하 다. 한 자기조 학습의 하 요소들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변량의 약 80%까지 설명해 다고 보고하 다. 자기조 학습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 으로 지 하고 있는 자기조 학습의 세 가지 심리  구성요인인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인을 심으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실증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중의 하나인 ‘메타인지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

  메타인지란 인지에 한 인지로서 인지 인 과제를 성취하기 해 자신의 생각에 용하

는 의도 이고, 계획 이며, 목표지향 인 사고를 말한다(Flavell, 1987). 메타인지와 학업성

취의 계분석에서 정 인 상 을 보고한 연구들은 메타인지 사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계, 

그리고 학습자에 따른 메타인지 사용차이와 학업성취도의 계를 분석하고 규명해왔다. 고

등학생을 상으로 한 이달석(1991)의 연구에서는 메타인지는 학업성취도를 견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한 김희수(2000)의 등학교 수학과제의 연구에서 메타인지 략의 활용

이 문제의 이해력, 문제해결력, 문제해결의 정확성, 자신감 등의 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

임으로써 학업성취에 매우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간의 메타인지의 차이에 한 연구를 수행한 Winograd(1984)는 

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요약과제 수행의 어려움은 략  기능에서의 어려움과 

련성이 있는지를 밝 보고자 요약능력,  악능력, 그리고 환능력을 체계 으로 연구

하 다. 그 결과로서 부분의 피험자들은 과제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우수한 독자와 

그 지 못한 독자간에는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본문을 환시키는 방법, 에 한 민

감성, 환의 효율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즉 학습우수아는 과제 수행에 있

어서 자신의 이해정도를 악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검할 수 있으나 학습부진아의 경

우에는 과제의 이해 정도를 악하지 못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학습

우수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문가와 비 문가 간의 메타인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Schoenfeld 와 

Hermann(1982)는 문가와 보  문제해결자간의 기본 인 차이는 자신의 사고를 조 하고 

통제하는 메타인지 능력수 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문가는 문제해결 상태와 

략  행동을 스스로 계획, 수행, 검하고 이해도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인지  조  활동을 

통해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보자는 그러한 리가 부족하고 문제해결과는 거리

가 먼 계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습우수아와 부진아, 그리고 문가와 비 문가 사이

에는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학습수행과 학습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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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학업성취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타인지에 하여 연구한 선행연구 결

과들을 검토해 볼 때, 메타인지와 학업성취와의 계는 연구 상이나 목 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분 이 둘의 계는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

나며, 정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가와 비 문가 혹은 학업우수아와 

부진아 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메타인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더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2.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중의 하나인 ‘학습전략 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 략이란 정보의 습득, 장, 활용을 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 혹은 단계를 말한

다(박성익, 1987; Dansereau, 1985). 한 Weinstein과 Mayer(1986)는 학습 략이란 학교 학

습에서 학생들이 학습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사용하는 인지 략의 일종으로서,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작동되어 학습자의 부호화과정에 향을 미치는 행동과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의 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Corno와 Mandinach(1983), 

Weinstein과 Mayer(1986)등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 략의 사용으로 학습재료를 

기억, 조직, 변형하여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아동이 그 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수 의 학업성

취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Paris, Newman과 McVey(1982)는 정교화 략과 재생산간의 계에 한 지식을 제공해

 집단의 략 사용  재생 득 이 그와 같은 지식을 제공해주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

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즉 학습 략의 훈련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학습자 특성에 향을 주고, 특정 학습 략의 사용은 학습자의 부호화과정에 

향을 주어 결과 으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 략 훈련의 효과

에 한 연구로서 김옥기(1988)는 등학교 4학년 아동을 상으로 메타인지 략  훈련집단

과 메타인지 자기조  훈련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메타인지와 략  행동의 수행수 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삼(1995)은 수학에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자기조 학습법을 사용하여 훈련시킨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학업

성취가 크게 향상되었고 학습 략의 사용빈도가 증가하 으며, 자아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호(1999)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 학습에 향을 주는 학습 략들과 자신의 지

 능력에 한 개념, 목표지향성,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학습 략들과 자신의 지  능력

에 한 개념, 목표지향성, 학업성취등과의 계성을 밝 보고자 등학생 726명을 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목표와 능력에 한 증가이론을 지닌 아동들이 더욱더 심

층학습 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한 증가이론과 심층 략  학습목

표를 지닌 아동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집단간의 략 사용, 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성 숙과 김언주(2003)

의 연구에서도 등교사집단이 일반 학생집단보다 시연, 정교화, 비  사고 략을 극

으로 활용하 음을 밝혔다. Bouchard와 그의 동료들(1990)은 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 

연구결과 자기조 략에 한 지식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재아동은 인지 략을 

훨씬 빈번하게 사용하 다. 즉 재아동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기조 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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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잘 사용하는 학습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자기조 학습의 하  구성요인인 학

습 략의 사용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략의 사용이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 인 학습 략요소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도 주목

할 만한 결과이다. 

3.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중의 하나인 ‘동기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동기란 개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의 수 이나 강도를 결정

하는 내  상태 는 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와 학업성취와의 계를 

살펴보면, Walberg와 Uguroglu(1980)는 동기수 과 학업성취도간의 상 계에 한 연구

를 분석, 검토한 결과, 두 변인간에는 상 계가 .34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자기조 학습과 목표지향성의 련성을 연구한 송인섭과 박성윤(2000)의 연구에서는 숙달

목표는 수행목표보다 자기조 학습과 더 높은 련성이 있는 언변인임을 밝 냈고, 목표

지향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계분석 결과 숙달목표가 수행목표보다 학업성취와 더 큰 상 을 

보이며 학업성취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학

업성취에 가장 큰 언 변인임을 밝혔다. 한 Zimmerman과 Pons(1990)는 재학교와 일

반학교의 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자기조 학습 략의 활용과 그들의 언어력과 수리력에 

한 자아효능감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학교의 학습

자들이 일반학교의 학습자들보다 언어력과 수리력에 한 자아효능감과 략의 활용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동기를 여러 요인으로 나 어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보았을 때, 동기의 구성요인 에 

하나인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상 계를 조사한 연구로서 Pajares(1996)의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학문  수행 간에 상 계수가 .49 - .70 이라는 연구결과로 제시하면서 자아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만큼 강력한 학업성취 결정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한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간의 차이분석을 시도한 Meece 등(1988)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낮은 학습자들보다 자신의 수행에 해 높은 기 를 가지며, 학습과제를 더 가

치있게 단하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보다 오랫동안 지속하며, 높은 수 의 과제

참여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 했다.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계분석을 시도한 

Schunk(1984)도 수업처치, 자아효능감, 인내력, 산수기능 사이의 계 규명을 해 경로분석

한 결과, 자아효능감 변인이 학습자의 산수기능에 .46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동기에 향을 미치는 가치요인과 정의  요소를 살펴보면, 가치요인은 학습과제의 요

도와 흥미에 해서 학습자가 세우게 되는 목표나 신념을 말한다. 가치요인은 내재  목표

지향과 외재  목표지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내재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학습하

는 것 자체를 즐기고 성 보다는 새로운 학습기술 습득이나 이해와 노력하는 것에 심을 

두고 있고, 학습시 심층  학습 략과 상 인지  자기조 을 하여 인지  참여를 보다 많

이 하고 효율 인 노력 리를 한다(Ames & Archer, 1988; Pintrich & De Groot, 1990). 

  지 까지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인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인 등을 심

으로 이론  기 와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다.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과 학습효과와의 

계에 하여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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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과 학습효과와의 계 

요소
준거 메타인지 학습전략 동기

구성요인

•계획

•인지 략

•시연 •자아효능감

•정교화

•조 •조직화 •내재  가치

•자원 리 략

•학습시간 리

• 검
•학습환경 리

•시험불안
•노력 리

연구결과

 메타인지의 연구에서는 계

획, 조 , 검이 상당한  

정도로 학업성취도에 향

을 

 학습 략 측면에서 그 하 요소

로 인지 략과 자원 리 략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의 략

을 이용하는 인지 략이 자원

리 략보다 학업성취에 더 많은 

향을  

동기의 하 요소  자아효능

감이 학업성취에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재  가치, 시험불안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효능감이 학업성취에 가

장 높은 언변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조 학습 구성요인들, 즉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인 등이 학업성취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

근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자기조 학습 요소는 단일요소로서 독립 으로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간에 서로 향을 주고 서로 역동 인 계를 맺고 있음을 지 하

고 있다. Gracia와 Pintrich(1991)는 내재  가치와 자아효능감의 동기변인과 자기조 학습

략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내재  가치는 행동을 시작하는 과정으로서 학습 략 사용

과 능력평가  성공기 에 각각 .36, .33의 직 효과가 있으며, 자아효능감은 학습 략에 

.38의 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Borkowski, Peck, Reidd와 Kurtz(1983)은 메타인지

가 학습 략을 지속시키고 일반화시키는데 요한 언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한 권성연

(2002)의 연구에서도 모든 자기조 학습요소 간에는 의미있는 상 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들 간에 한 련성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연

구 결과, 과제수행의 기단계에서는 과제의 가치가 목표지향성에 향을 주며, 과제 수행 

에는 숙달자아효능감이 의지조 략과 메타인지 략 사용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수

행에 한 자아효능감은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의지조 략, 자원 리 략 모두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언을 해서 경로분석한 박승호(1995)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메타인지 사용

과 정 인 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Pokay와 Blumenfeld(1990)는 동기와 학습 략의 

활용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교과공부가 흥미롭고 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 자료를 

학습하고 이해하고자 보다 더 극 으로 참여하고 메타인지 략을 효과 으로 사용하며 학

습에  지속 으로 몰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기조 학습 구성요인들, 즉 메타인지, 동기, 학습 략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Schunk와 Zimmermann(2003)은 자기조 의 순환  본질(cyclical nature)이라고 설명한다. 

순환  본질이란 개인 , 행동 , 환경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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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며, 학습자는 순환  과정에서 자기조  구성요인들을 지속 으로 심사평가를 하면

서 학습목표 추구, 학습행동 통제, 학습과정의 자기성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자기조 학습의 개념  정의 그리고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들과 학업성취도와

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자기조 학습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

인들로는 메타인지, 학습 략, 동기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인들의 역동

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기조 학습능력은 결정되고 신장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자기조 의 순환  과정을 고려하여 자기조 학습의 결정  구성요인들, 

즉 메타인지, 동기, 학습 략 요인들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 다. 이 그림에서 자기조 학습의 과정에는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

인이 서로 순환  상호작용(cyclical interaction)을 하는 가운데 자기조 학습능력 수 이 향

상될 것이라고 제하고 있다.

메타인지

  •계획

  •조절

  •검점

 • 교과학습 목적과 내용

 • 물리적 학습환경
   • 학업성취 결과

학습전략

•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

  동 기

• 자아효능감

• 내재적 가치

• 시험불안

➡➡
 

[그림 1]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계 모형3)

      이 모형에서는 학습의 목   내용과 물리  학습환경을 투입변인으로 하고, 과정변

인에 속하는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인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인을 학습자

가 조작하고 활용하여 자기조 학습수 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

다. 과정변인에 속하는 메타인지 요인에는 계획 략, 조 략, 검 략의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여야 하며, 학습 략 요인에는 인지 략과 자원 리 략을 활용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인지 략으로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 기법을 활용해야 하고, 자원 리 략에는 학습시간

리, 학습환경 리, 노력 리를 포함하고 있고, 끝으로 동기 요인에는 자아효능감, 내재  가

치, 시험불안 요소가 포함된다. 여기서 자기조 학습 구성요인으로 제시된 메타인지, 학습

략, 동기 등의 요인들은 순환 이고 동시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수

을 높여 주게 될 것이다. 

3) 필자가 문헌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으로 구안한 

것임.



- 12 -

  

 Ⅳ. 결 론 

 

  정보가 양 으로 격하게 많아지고 질 으로도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그 수

많은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 능동 이고 극 인 자세로 단하고, 선별하고, 습득하며, 받

아들인 정보를 변형해 보고, 실제에 용할 수 있도록 자기조 학습능력의 신장은 교육 장

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최근에 자기조 학습은 인간의 학습활동에 

한 연구에 있어서 핵심  연구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기조 학습이란 효과 ·효율  학습을 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내

재 ·외재  동기를 수시로 부여하며 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원을 리하는 학

습방법을 말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의 주요한 세 가지의 구성요인들

로는 학습자의 메타인지 요인, 학습 략 요인, 동기 요인을 들 수 있으며, 학습자가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조작하고 활용하도록 하는냐에 따라서 학업성취도 수 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되게 되는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기조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일은 학생들

의 학습개선을 하여 필수 인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에 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론

적 기초로써 조작주의 이론, 정보처리이론, 발달이론, 사회구성주의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이 

탐구되었고, 실천관련연구로써 자기조절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탐색하였

고,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조절의 과정을 여하히 조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개

발되었으며, 그리고 자기조절능력 신장전략 등이 모색되었다.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로,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인 의 하나인 메타인지 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학

습자의 특성과 연구목 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메타인지수 이 높아질

수록 학업성취도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메타인지와 학업성취 사이에는 매우 높

은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로, 학습 략 요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

은 경험  연구들에서 학습 략의 하 요소인 인지 략  자원 리 략 등의 학습 략 활

용이 학업성취도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오며, 한 학습자가 상황과 환경에 합한 학습

략의 요소를 선택하고 활용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동기 요인 측면에서 볼 때, 동기 요인은 학업성취도와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특히 동기요인과 한 련을 맺고 있는 하  구성요소들에 속하는 자아효능감, 

내재  가치, 시험불안 등의 요소들은 학업성취와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자기조 학습에 한 향후 연구방향과 연구과제를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  연구

를 통하여 자기조 학습 구성요인들 간의 역동  상호작용 모델을 구안해 내야 할 것이며, 

학습자가 학습력 증진을 하여 자기조 학습 구성요인들을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

기조 학습 과정에 한 세부 인 조작기법과 활용방안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며, 자기조

 학습과정의 조작 략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자와 학습환경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른 자기조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에 맞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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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략의 활용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환경의 다양한 특성

들에 따른 자기조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에 맞는 자기조 략의 활용방법도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Schunk와 Zimmermann (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조

절을 위한 의지력 신장전략으로 메타인지 모니터링, 정서통제, 환경자원관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억이나 메타인지와 같은 인지적 기능들을 자기조절학습에 적용하는 기법을 가

르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고,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과정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자기조 학습에 한 고찰을 통해서 자기조 학습이 학업성취수  향상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에, 자기조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가 자신에게 알

맞고 효과 인 자기조 학습 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졸 수 있는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 학습 처방기법이나 처방 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학습자에게 자기조 학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학습목표를 성취

하고 학습활동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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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ee-Kyoung**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laborate the concept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to inquire the major construct factors and strategies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addition,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s and experimental studies, it was drawn the major three 

construct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such as meta-cognition,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Further, it was analysed the relationship among construct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ree construct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First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higher meta-cognition level is, the higher academic achievement is. 

More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like the degree of knowledge 

acquisition or degree of learning level, it was shown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eta-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ly, similar to meta-cognition' results, there 

were higher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selecting and using of learning strategies' sub-variables greatly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achievement was slightly high, 

In other words, the motivation was a important factor which can affect to increase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In short, major three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such as meta-cognition,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are critical to enhance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Enhancing 

learner'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learners are able to attain learning goals and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level.

 ▪ Key Words : self-regulated learning, meta-cognition, learning strategies,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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