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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의 학습전략에 대한 메타인지 판단과 실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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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시험을 통한 인출과 학습시간을 분산시키는 학습전략은 학습을 강화한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다시 읽거나 학습시간을 집중시키는 학습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시험을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대생들이 시험과 분산학습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평소에 어떠한 학습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실험 절차를 토대로 선다형 문항을 제작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선다형 발문에 제시된 가상의 학습 상황을 읽고, 나중의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습전략을 선다형 선택지에서 선택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와 함께,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응답했다.
조사 결과, 국외의 조사 결과와 달리 국내 여대생들은 시험과 분산학습을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평소에 활용하는 학습전략에 대한 응답은 국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시험, 분산학습, 학습전략, 메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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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실 장면에서 학습결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시되는 시험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전략이 사용되지만, 그
효과가 같은 것은 아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시도 중 일부 학습전략은 실험실 상황에서 교실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영역의 학습 내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시험을 통한 인출 전략과
학습시간의 분산 전략을 들 수 있다.
학습자들은 배운 내용을 다시 읽을 때보다 시험을 통해 인출을 시도할 때 더 오래 기억한다
(Roediger & Karpicke, 2006a). 또한, 총 학습시간이 같을 경우 여러 번에 걸쳐 공부 시점을 분산

시킬수록 더 오래 기억한다(Cepeda, Pashler, Vul, Wixted, & Rohrer, 2006). 배운 내용을 반복적
으로 읽거나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략은 시험을 통해 인출을 시도하거 여러 시점
에 걸쳐 공부 시간을 분산시키는 학습전략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그 성취가 대등하나 장기적으
로 급격한 망각을 겪는다.
그러나 학습전략의 활용에 관한 국외의 연구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평소에 시험을 통해 인출
을 시도하거나 학습시간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읽거나 시험이 임박한 시점
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보고하였다(Carrier, 2003; Karpicke, Butler, & Roediger, 2009;
Kornell & Bjork, 2007). 또한, 시험을 통한 인출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 중에서 시험을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매우 드물었다(Karpicke et al., 2009).
학생들이 효과적인 공부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다음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상당
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방법을 배우지 않는다(Kornell & Bjork, 2007). 둘째, 자신의 사고와
인지에 대한 지식인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하지 못한다
(Karpicke, 2009). 셋째, 반복적 읽기와 집중 학습의 단기적 학습 효과가 메타인지 정확성을 떨어

뜨린다(Son, 2009). 그 밖에 학생들은 직면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효과
가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 대학생들은 평소에 어떠한 학습전략을 활용하는가? 둘째, 국내 대학생들은 분산학습
과 집중학습, 반복적 읽기와 시험을 통한 학습 중 어떠한 학습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셋째, 국내 대학생들은 시험전략에 따른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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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시험을 통한 학습
시험은 학습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학습자들은 배운 내용을 다시 읽을 때보다 시험을
통해 인출을 시도할 때 더 오래 기억한다(Karpicke, 2009; Roediger & Karpicke, 2006a). 시험을
통한 인출이 반복적 읽기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학습자의 인출을 활성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
명된다(Kang, McDermott, & Roediger, 2007; Park, 2005). 따라서 인출 곤란도가 증가하여 더
적극적인 인출이 요구될수록 시험의 학습 이득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선다형보다 단답형에서
시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Glover, 1989; Park, 2005). 또한, 시험은 부호화를 촉진하여 시험
을 보고나면 학습의 효과성이 증가한다(Karpicke, 2009).
시험을 통한 학습과 기억에서의 이득은 단어 암기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과제에서 뿐만 아니
라 대학교 교재, 미술사, 과학 기사, 지도 학습과 같은 복잡한 과제에서도 발견되었다(Butler &
Roediger, 2007; McDaniel, Anderson, Derbish, & Morrisette, 2007; Roediger & Karpicke,
2006a; Rohrer, Taylor, & Scholar, 2010). 또한, 9달의 파지 간격을 두고 교실 현장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시험을 본 집단이 복습을 한 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더 많은 내용을 회상했다
(Carpenter, Pashler, & Cepeda, 2009). 반면, 학습전략으로서 반복적인 읽기는 그 효과가 제한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 Callender & McDaniel, 2009; McDaniel & Callender, 2008).
예를 들어, Roediger와 Karpicke(2006b)은 5분, 2일, 1주일 간격으로 시험이 기억에 주는 이득
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실험1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문 구절을 읽게 한 다음 한 집단은 자유
회상검사를 받게 했고, 다른 한 집단은 산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게 했다. 그 결과 5분 후에 실시
된 사후검사에서 산문 구절을 다시 읽은 학생들이 자유회상검사를 받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회
상율을 보였다. 그러나 2일 후와 1주일 후에 실시된 사후검사에서는 자유회상검사를 받은 학생
들이 산문 구절을 다시 읽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회상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학습-학습-학습-학습(SSSS 조건), 학습-학습-학습-시험(SSST 조건), 그리고 학습-시
험-시험-시험(STTT 조건)의 세 조건으로 수행된 실험2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즉, 학습-시
험-시험-시험 조건에 참가한 학생들이 5분 후 사후검사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1주일
후 사후검사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배운 내용을 다시 읽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시험에 비해 장기적으로 급격한 망각을 겪게 됨을 보여준다.
시험의 학습 이득과 반복적 읽기의 제한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는 Karpicke과
Roediger(200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40개의 외국어와 모국어 단어쌍을

공부하게 했다. 공부가 끝나면 시험을 보게 하였고, 이는 총 네 번 반복되었다. 이때 ST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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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단어를 모두 공부하고, 다시 모든 단어를 시험 봤으며, 이는 끝까지 반복되었다. SnT 집

단은 모든 단어를 공부하고 모든 단어를 시험 봤지만, 다시 공부할 때는 이전 시험에서 회상하지
못한 단어만 공부했다. 시험은 모든 단어가 계속 출제되었다. 나머지 STn과 SnTn 집단은 시험을
보고 나서 회상하지 못한 단어만 다시 시험을 보게 했다. 이때 STn 집단은 모든 단어를 계속
공부했고, SnTn 집단은 시험에서 회상하지 못한 단어만 공부했다. 1주일 후 시행된 사후검사에
서 모든 단어를 계속 시험 본 ST, SnT 집단의 단어 회상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약 80% 회상).
반면, 시험을 볼 때 앞선 시험에서 정확히 회상한 단어는 제외하고 시험을 본 STn, SnTn 집단의
학생들은 ST, SnT 집단보다 훨씬 적은 단어를 회상했으며, 공부 횟수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행을
보였다(약 35% 회상). 즉, 복습 횟수는 단어 회상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반복된 시험
은 회상율을 크게 높였다.
시험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시험이 반복적 읽기뿐만 아니라 정교화 학습전략에 비해서도 효
과적인 학습전략임을 보여준다. Karpicke과 Blunt(2011)는 실험1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텍스트를 공부하게 했다. 일주일이 지나서 시행된 사후검사는 단답형과 개념 간의 연결을 만드
는 추론 문제를 포함하였다. 사후검사 결과 인출을 시도한 집단이 개념지도를 작성한 집단보다
두 가지 문항 형식 모두에서 높은 회상율을 보였다. 실험2의 실험 절차는 실험1과 유사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 개념지도를 작성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인출을 시도한 집단이 개념지도
를 작성한 집단보다 개념지도를 작성하는 문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에서 시험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서준교(2012)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논증적 글쓰기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인출을 시도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두 개의 실험 중 선행학습 없이 인출을 시도한 집단과 학습 자료를 읽는 집단 간의 논증적
글쓰기 점수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 동안의 선행학습 후에 인출을 시도
한 집단과 전체 시간 동안 학습 자료를 읽기만 한 집단을 비교한 실험 2에서는 인출시도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 후에 정답 피드백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인출을 통한 학습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 일정량의 사전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선
행 연구의 결론(Kang, McDermott & Roediger, 2007)에 부합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교실현
장에서 시험이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기억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임을 시사한다.

2. 학습시간의 분산
학습시간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연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실험 연구
는 학습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분산시키거나 복습 시점을 지연시킬수록 공부한 내용을 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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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한다고 보고한다(Cepeda et al., 2006). 비록 일부 연구 결과에서 분산학습 효과(spacing
effect)가 발견되지 않았고(Donovan & Radosevich, 1999), 학생들에게 분산학습과 집중학습을

선택하게 했을 때 비자발적인 분산학습 집단에서 분산학습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지만(Son, 2010), 여전히 대부분의 실험 연구는 분산학습 효과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Cepeda
et al., 2006).

예를 들어, Bloom과 Shuell(198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랑스 어 수업 시간에 실험을 수행
했다. 이 실험에서 한 집단은 하루에 30분 동안 프랑스어 단어를 공부했다(집중학습). 또 다른
집단은 같은 내용을 3일간 10분씩 공부했다(분산학습). 총 공부 시간은 30분으로 같았지만, 4일
이 지나 시행된 사후검사에서 분산학습 집단의 점수가 35% 더 좋았다. 이후 분산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 결과들은 단어 회상, 단락 암기와 같은 언어적 기억 과
제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 수학과 같은 복잡한 과제에서도 분산학습 효과를 발견하였다(Cepeda
et al., 2006).

수학과 같이 비교적 복잡한 과제에서 분산학습 효과를 발견한 예는 Rohrer와 Tayloer(2006)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순열 문제를 통해 실험을 수행했다. 한 집단은
한 번에 10문제를 풀었고, 다른 한 집단은 두 번에 걸쳐 5문제씩 총 10문제를 풀었다. 1주일 후에
시행된 사후 시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집중=75% 대 분산=7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오히려 집중학습 집단이 분산학습 집단보다 근소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산학습을 지지하는 결과는 4주가 지나서 시행된 사후시험에서 발견되었다. 4주가 지
나자 집중학습을 한 학생들의 점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분산학습을 한 학생들의 점수는 비교적
적게 떨어졌다(집중=32% 대 분산=64%). 다시 말해, 집중학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한 망
각을 겪었고, 분산학습을 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훨씬 더 오래 기억했다.
분산학습이 집중학습에 비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Rohrer(2009)의 가설에 따르면, 집중
학습은 어떤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계속 진행되는 학습인 과잉학습(overlearning)을 유발
하며, 분산학습은 과잉학습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성을 증가시킨다.
Rohrer(2009)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네 가지 조건에서 화가-

작품명 쌍을 공부하게 했다. 먼저, 학생들은 모든 화가-작품명 쌍을 60초간 제시받았다. 그 다음
50초 동안 10개의 작품명을 보고 화가명을 썼고, 10초 동안 올바른 화가명을 확인했다. 이후 학

생들에게 제시되는 10개의 화가-작품명 쌍은 임의로 변했다. 첫 번째 조건의 학생들은 이 과정을
20회 반복했다. 두 번째 조건의 학생들은 10회 반복하고 나서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10회

반복했다. 그 결과 과잉학습의 양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조건의 학생들은 약 10회 시
도부터 대부분의 화가명을 회상함으로써 나머지 학습시간 동안 과잉학습이 지속되었다. 반면,
두 번째 조건의 학생들은 2주간의 간격동안 망각을 겪음으로써 다시 학습을 시작할 때 낮은 회

364 아시아교육연구 13권 4호

상율을 보임에 따라 과잉학습의 양이 감소되었다. 2주가 지나서 시행된 사후검사에서 분산학습
집단은 집중학습 집단보다 더 높은 회상율을 보였다.
그렇다면 분산학습을 했음에도 과잉학습의 양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분산학습 효과는 나타나
지 않을까? 이 실험의 세 번째 조건과 네 번째 조건의 비교가 이를 검토했다. 이 두 조건에 참가
한 학생들은 공부과정을 총 10회 반복했다. 세 번째 조건은 공부 과정을 10회 반복했고, 네 번째
조건은 2주 간격을 두고 5회 반복했다. 과잉학습은 공부 과정이 10회 정도 반복된 시점에서 시작
되었으므로 두 조건에서 과잉학습의 양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2주가 지나서 시행된 사후검사
결과, 분산학습 집단과 집중학습 집단 간의 회상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분산학습이 과잉학습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분산효과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입증한다.
반면, Driskell, Willis와 Copper1992)의 메타분석은 과잉학습의 이점을 지지하고 있으나,
Rohrer와 Taylor(2006)는 이들의 메타분석에 사용된 51개 연구 중 7개 연구만이 일주일 이상의

파지 간격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 효과 크기는 1시간보다 적은 파지 간격에서 관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집중학습과 분산학습을 비교한 실험연구에서 집중학습도 단기파지 상황에서
는 분산학습과 대등한 학습효과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집중학습은 과잉학습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잉학습은 파지 간격이 길어질수록 분산학습에 비해 높은 망각률을 겪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학습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험과 학습시간의 분산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더 자주 인출을 시도
하고 공부 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분산시킨다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
다면 학생들은 시험과 분산학습 전략을 자신의 공부에 활용하고 있을까?

3. 학습전략의 활용
학습전략의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계획을 세워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기보다
는 당장 급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응답하였다(Kornell & Bjork, 2007). 또한, 스스로 시험을 보기
보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시험보다 내용을 다시 읽는 학습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Carrier, 2003; Karpicke, Butler, & Roediger, 2009). 효과적인 학습전
략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 그 전략의 효과성을 인식한 학생은 매우 적었다(Kornell & Bjork, 2007;
Karpicke, Butler, & Roediger, 2009). 국내의 경우, 정은이(2011)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전

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시험을 통한 인출 훈련과 분산학습에 국한하여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거나 배운 내용을 회상하는 등의 시험을 통한 인출 시도와 관련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5.5%의 학생이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4.5%의 학생이 구체적 학
습 계획을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라고 응답하여 일부 학생들은 분산학습을 효과적인 학습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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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한 인출 훈련과 분산학습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Kornell과 Bjork(2007)의 조사에서 80%의 학생들이 교사
에게 공부방법을 학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 공부방법인지 배우지 못
한 학생들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학습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이때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은 정확한가? 이 물음은 학생들의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와 인지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다(Dunlosy & Metcalfe, 2009). 학생들은
메타인지에 기반하여 학습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정확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Metcalfe, 2009; Son & Metcalfe, 2000; Son, 2005). 메타인지 판단과
학습전략 선택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모형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Thiede, Anderson과
Therriault(2003)가 제시한 차이 감소 모형(discrepancy-reduction models)이다. 이 모형에 따르

면 학생들은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자신의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항목에 공부 시간을 할당한다. 다른 하나는 Metcalfe(2009)가 제시하는 근접 학습 영역
모형(region-of-proximal-learning framework)으로 학생들은 숙달했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우선
제거하고 가장 쉬운 항목에 공부 시간을 할당한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항목이 무엇인지 혹은
자신의 숙달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타인지 판단이 부정확할 경우 비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 Thiede, Anderson과 Therriault(2003)의 연구에서 메타인지 정확성을 증
가시킨 조건의 학생들은 저조하게 수행한 항목을 복습한 반면, 그렇지 않은 조건의 학생들은 임
의로 복습할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메타인지 정확성을 증가시킨 조건의 학생들이 더 좋
은 수행을 보였다.
메타인지 정확성은 수행 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판단인 학습에 대한 판단(judgement
of learning: JOL)과 실제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측정된다. 메타인지 정확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은 학습 난이도를 정확하게 진
단하지 못했으며(Dunlosky & Nelson, 1992),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메타인지 판단은 편향

ö

되었다(Dunlosky & Lipko, 2007). Gigerenzer, Hoffrage와 Kleinb lting(1991)은 사람들이 대체
로

자신의

실제

수행보다

과잉추정하거나

과소추정함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Karpicke(2009)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과잉추정하거나 과소추정했고, 이는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전략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즉,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
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한 학습전략의 선택이 메타인지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Kapricke과 Blunt(2011)의 연구에서 학습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은
학생들은 개념지도를 작성하거나 시험을 통해 인출을 시도한 학생들보다 사후검사에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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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상율을 보였음에도 가장 높은 JOL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학습에 대해 과잉추정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의 단기 효과이다.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은 시간
이 지나면서 급격한 망각을 불러오지만, 매우 짧은 파지 간격 중에는 시험 및 분산학습과 대등한
학습 효과를 가져 온다(예, Roediger & Karpicke, 2006a, Rohrer & Taylor, 2006). 파지 간격에
따른 수행의 불일치는 학습에 대한 판단을 부정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
통 학습이 종료된 직후 학습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시점에서 학습자는 단기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게 되므로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기 쉽다(Son, 2005). 따라서 반복적 읽기
와 집중학습은 장기적으로 급격한 망각을 겪게되는 학습전략임에도 단기적 학습 효과를 가져옴
으로써 학습이 종료된 시점에 학습자의 메타인지 정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한편으로, 학생들
은 교과 과정에 적응된 학습 전략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보통 학교 현장에서 시험이 종료되
고 나서는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급격한 망각을 겪더라도
직면한 시험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학습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여대생들은 어떤 학습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둘째, 학습전략
에 따른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을 구분할 수 있는가? 셋째, 평소에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참가자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S 대학교 학부생 중 아동발달론과 놀이지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 2학년 여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는 총 88명이었다. 참가자의 연령은 18-19세가
9명(10.2%), 20-29세가 77명(87.6%), 33세와 34세가 각각 한명(1.1%)씩 이었다.

2. 도구
최초 질문지는 총 8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전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
답한 2문항을 제외하였다. 총 6문항 중 4문항은 학생들이 학습전략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시험 효과와 분산학습 효과를 규명한 실험을 각각 2개
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실험은 시험 대 다시 읽기(Roediger & Karpicke, 2006; Wheeler, 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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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onanno, 2003), 분산 대 집중(Bloom & Shuell, 1981; Cepeda, Corburn, Rohrer, Wixted,
Mozer, & Pashler, 2009)의 학습 효과를 비교한 연구이며, 단기파지와 장기파지에 걸쳐 사후검

사가 실시된 실험이었다. 실험 절차를 토대로 가상의 학습 상황이 문항의 발문으로 제시되었으
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지시받은 각각의 학습방법이 선다형 답지로 제시되었다(부록 참고).
일부 문항의 답지에는 차이 없음이 포함되었다. 이는 일부 실험의 경우 단기파지를 거치고 나서
실시된 사후검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질문지는 선정된 실험에서 사용된 파지 간격을 반영하여 두 세트로 제작하였다. 한 질문지는
단기파지 상황에서의 학습 효과를 물었고, 다른 질문지는 장기파지 상황에서의 학습 효과를 물었
다. 이를 통해 동일한 문항에서 파지 간격의 차이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발문을 통해 학습 내용과 사후검사 시점이 제시된 학습상황을 읽은
다음, 사후검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습방법을 선다형 답지에 선택해야 했다.
나머지 2문항은 앞의 4문항과 달리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물었다. 한 가지 문항
은 분산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지,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한 가지 문항은 학습전략으로 시험을 활용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 반복적으로 내용을
읽는지, 아니면 내용을 읽고 나서 떠올려보거나 종이에 써보는 식으로 인출을 시도하는지를 물
었다.

3. 절차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두 번의 사전검사가 시행되었다. 최초 질문지는 학습전략의 효과성
을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 6개와 평소 공부 습관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2개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선행연구의 실험절차에 기초하여 제작된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부생 8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질문지를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다음, K대학교 학부생 39명을 대상으
로 두 번째 사전검사를 시행하였다. 두 번째 사전검사에서는 질문지에 제시된 가상의 학습 상황
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
한 2문항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목적을 모르는 해당 과목의 교수자에 의해 실시되었고, 연구원 1명이 참관하였
다. 장기파지 질문지와 단기파지 질문지가 동일한 수로 준비되었고, 같은 질문지가 연속되지 않
게 미리 배열되었다. 질문지는 교수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실의 좌석 배치 순으로 학생들에게 배
포되었으며, 장기파지 조건에 45명, 단기파지 조건에 43명이 할당되었다. 학생들은 질문지 1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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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연구목적과 응답요령을 숙지한 다음 문항에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질문지는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연구 목적임을 밝혔으며, 질문지는 1번 문항부터 6번 문항까지 순서
대로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생들이 평소에 활용하는 학습전략에 대한 2문항은 마지막 면에
배치되었고, 이 문항에 응답한 후에는 절대 앞면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시간제한은
주어지지 않았고, 20분 이내에 모든 참가자가 응답을 완료하였다.

Ⅲ. 연구결과
88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문항별로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검정을 활용하

였다. 적합도 검정을 위한 기대빈도는 동일비율(50%)로 가정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단기파지 조
건에서 시험과 복습 중 어떤 학습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2문항 모두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표 1>과 같이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읽는 전략보
다 시험을 볼 때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문항1 :   [1, N=48]=14.08, p <.001, 문항3 :   [1=, N=47]=20.45, p <.001).

<표 1> 단기파지 질문지에서 효과적인 전략 판단 빈도(비율): 시험과 반복적 읽기 중 선택
구분

시험

반복적 읽기



문항 1

33 (76.7%)

10 (23.3%)

12.30***

문항 3

35 (83.3%)

7 (16.7%)

18.67***

***

p <.001

다음으로, 학생들이 장기파지 조건에서 시험과 복습 중 어떤 학습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판단
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2문항 모두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표 2>와 같이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읽는 전략보다 시험을 볼 때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문항1 :   [1, N=44]=29.46, p <.001, 문항3
:   [1, N=44]=13.0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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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기파지 질문지에서 효과적인 전략 판단 빈도(비율): 시험과 반복적 읽기 중 선택
구분

시험

반복적 읽기



문항 1

40 (90.9%)

4 (9.1%)

29.46***

문항 3

34 (77.3%)

10 (22.7%)

13.09***

***

p <.001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지 간격과 관계없이 배운 내용을 다시 읽어볼 때보다 시험을 볼 때 사후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운 내용을 다시
읽는 전략도 단기파지 상황에서는 시험과 대등한 학습 결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
의 학습 이득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습전략에 따른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은 구분하지 못함을 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학습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단기파지 조건에서 분산학습과 집중학습 중 어떤 학습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학습시간을 분산시켰을 때 사후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응답인 차이 없음
을 선택한 학생들은 매우 적었다. 이 같은 반응양상은 동일한 응답비율을 가정한 영가설을 기각
하였다(문항2 :   [2, N=42]=27.00, p <.001, 문항4 :   [2, N=41]=16.44, p <.001).

<표 3> 단기파지 질문지에서 효과적인 전략 판단 빈도(비율): 분산학습과 집중학습 중 선택
구분

분산

집중

차이 없음



문항 2

29 (69.0%)

11 (26.2%)

2 (4.8%)

27.00***

문항 4

25 (61.0%)

12 (29.3%)

4 (9.8%)

16.44***

***

p <.001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적 차이는 분산학습에 대한 높은 선택빈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
없음’의 응답비율 때문에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
산과 그 외의 응답(집중, 차이 없음)으로 양분하여 추가 검정을 실시했다. 이전 검정과 마찬가지
로 기대빈도는 동일비율(50%)이었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문항 2에서 분산학습에 대한 참가
자들의 선택 빈도는 여전히 유의하게 더 많았으나(   [1, N=42]=6.10, p <.05), 문항 4에서의 빈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1, N=41]=1.98, p >.05). 이는 대체로 학생들이 집중학습보
다 분산학습을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판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기
파지 상황에서 분산학습과 집중학습의 학습 효과는 거의 대등하지만, 본 조사에서 소수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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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 차이 없음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이 파지 간격에 따른 학습 이득을 구분하지는 못함을 보
여주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장기파지 조건에서 분산학습과 집중학습 중 어떤 학습전략을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는지 확인하였다. <표 4>와 같이 학생들은 학습시간을 분산시키는 학습전략이 집
중학습보다 장기파지 후 사후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기파지 조건
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참가자가 차이 없음을 선택했다. 두 문항 모두에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문항2 :   [2, N=44]=43.96, p <.001, 문항4 :   [2, N=45]=18.53, p <.001).

<표 4> 장기파지 질문지에서 효과적인 전략 판단 빈도(비율): 분산학습과 집중학습 중 선택
구분

분산

집중

차이 없음



문항 2

35 (79.5)

8 (18.2)

1 (2.3)

43.96***

문항 4

25 (55.6)

18 (40.0)

2 (4.4)

18.53***

***

p <.001

단기조건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항선택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매우 작은 ‘차이 없음’ 답
지의 선택빈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산과 그 외의 응답으로 선택변수를 양분
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단기파지 조건과 유사했다. 문항 2에서의 차이만이 유
의했고(   [1, N=45]=15.36, p <.001), 문항 4에서 나타난 분산효과 선택의 높은 빈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1, N=45]=.56, p >.05).
단기파지 질문지의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문항 중 문항 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1, N=45]=.56, p >.05), 문항 2에 대해서는 분산학습을 유의하게 더
많이 선택했다(   [1, N=45]=15.36, p <.01).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분산학습이 집중학습보다 장기
적으로 사후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의 학습 이
득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은 문항의 응답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지 않는다(Carrier, 2003; Karpicke, Butler, Roediger, 2009; Kornell & Bjork, 2007). 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학습전략에 따른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을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시험을 통해 인
출을 시도하거나 학습시간을 분산시키는 학습전략이 사후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
는 학습전략이라고 판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차이는 질문 형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질문지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응답하
도록 요구한 반면, 본 조사의 질문지는 응답자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어떤 학습전략이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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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할 것인지 판단하게 하였다. 전자에 대한 응답은 전략의 효과성에 대
한 메타인지 판단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선호도에서
기인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질문지는 제시된 조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학습
전략에 대한 메타인지 판단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평소 공부 습관을 확인하였다. 먼저, 평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
비할 때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지, 아니면 시험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 스스로 시험을 봄으로써 인출을 시도하는지, 아니면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읽는지 물었다. 그 결과 <표 5>와 같다.

<표 5> 참가자 자신이 실제 시험 준비를 위해 활용하는 학습전략
구분

분산

집중



문항 5

9 (10.5%)

77 (89.5%)

53.77***

구분

시험

반복적 읽기



문항 6

40 (47.6%)

44 (52.4%)

0.19

***

p <.001

학생들이 평소에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확인한 문항의 응답 결과는 전반적으로 선행연
구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다수의 참가자는 분산학습이 아닌 집중학습을 선택했다. 이러
한 결과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집중학습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
한, 참가자들의 실제 학습 행동과 그들의 메타인지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시험과 반복적 읽기 중 참가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학습전략을 질문한 문항 6에 대해서는 비슷
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복적 읽기를 주로 활용하는 참가자가 근소하게 더 많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학습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실제 학습 행동이 분산학습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시험을 반복적 읽기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판단한 메타인지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Ⅲ. 결론 및 논의
인지심리학은 학습과 기억에서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해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무엇인지

·

밝히고자 했다. 학습과 기억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의 이해 및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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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는 지금까지 밝혀진 학습과 기억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토대로 교실 현장에

·

적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중 시험을 통한 학습과 분산학습 전략은
그 증거의 강도가 강한 전략으로 분류되고 있다(Pashler et al., 2007). 이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
자들이 이론적 탐구에 치중한 반면, 실제 적용의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에 따른 노력이
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실험실에서 실시되었던 대부분의 연구들과 달리 교실 상황을 모방한 실험
실 상황, 실제 교실 현장 등으로 반복 검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Roediger & Karpicke,
2006a; Roediger & Butler, 2011). 시험 효과 연구는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할

때보다 시험을 통해 인출을 시도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산학습의
연구는 전체 학습 시간이 동일할 때, 한 번에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시점으로 공부 시점
을 분산할 때 더 잘 기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험과 분산학습의 효과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고, 흔히 선택되는 관습적인 전략에도 반한다
(Rohrer & Pashler, 2010). 실제로 국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학습 전략의 활용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로 배운 내용을 다시 읽거나 학습시간을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학생들
이 제시된 학습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의 실험을 기초로 가상의 학습 상황을 제시하고 사후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습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작했다. 둘째, 학습전략에 따른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 세트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
다. 두 가지 질문지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문항의 발문에 제시된 가상의 학습 상황에서 사후검
사 시점이 단기파지와 장기파지로 각각 다르게 구성되었다. 셋째, 질문지는 학생들이 평소에 어
떤 학습전략을 활용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먼저, 학생들은 시험과 분산학습이 복습과 집중학습보다 더 효
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 형식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Karpicke, Butler와 Roediger(2009)의 질문지가 학습 상
황을 제시한 다음 당신은 어떤 전략을 선택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한 반면, 본 조사의 질문지는
학습 상황을 제시한 다음,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가상의 인물을 답지로 제시하여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판단하게 하였다. 전자에 대한 응답은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인
지 판단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선호도에서 기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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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들은 학습전략에 따른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을 구분하지 못했다. 단기파지 질문
지와 장기파지 질문의 응답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사후검사 시점과 무관하게 대부분
의 학생은 시험과 분산학습이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기파지 상황에
서는 복습 및 집중학습도 시험 및 분산학습과 대등한 학습 결과를 불러오나 두 학습 전략의 결
과에 대해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
을 선호하는 이유가 시험에서 단기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활용하는 학습 전략을 물은 문항의 응답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과 분산학습을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그들이 평소에
활용하는 학습전략은 주로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이었다. 비록 시험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반복적 읽기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과 비슷하였으나, 시험을 반복적 읽기보다 더 효과적인 학
습전략이라고 응답한 메타인지 판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시험과 분산학습이 효과적인 학습전략임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에는 주로 반복적 읽기와 집중학습 전략을 활용한다. 본 조사에서 학생들은 학습전략에 따
른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시험에서의 단기이득을 위한
선호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시험과 분산학습을 더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시험과 분산학
습이 평소 공부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Weinstein, Ewers와 Buonanno(2010)에 따르
면, 복습은 교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권장되는 학습전략이며 추가적인 교수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보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거나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집중학습은 시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행동인 반면, 분산학습은 체계적인 계
획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안내하
고, 실제로 그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 효과 관련 연구는 학생들이 인출을 더 자주
인출을 시도할수록 학습이 강화됨을 제안한다. 따라서 교수전략의 차원에서는 교실에서 자주 형
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인출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전략의 차원
에서는 스스로 시험 문항을 출제하여 풀어보는 전략이 요구되는데, 학생들에게 공부 중 단답형
이나 에세이 형식의 문항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퀴즈 문항을 만들고 풀어보는 시스템은 시험을 학습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예, 퀴즐렛: http://quizlet.com/, 조교닷컴: http://jogyo.com/). 분산학습과 관
련하여 Rohrer와 Taylor(2006)는 현재 수학 교과서의 연습문제가 주제별로 나뉘어 있음을 지적
하면서, 분산학습 연구는 문항이 누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분산학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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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자주 형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실에서 형성평가를 자주 실시할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는 높아지며, 특히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lack & Willi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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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cognitive Judgments and Actual Utilization of Women College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1)

Lim, Jeongman*
Bae, Jeseong**
Results of international studies show that even though test and spacing learning are proven
to be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students use strategies such as repeatedly reading and massed
learning.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 why Korean students do not use more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We made multiple-choice based on research process of preceding
studies. Students were instructed to choose which learning strategy is more effective in given
situation. Two types of questionnaire set were made, and each contains different learning
situation in post-test session: One has short-term retention situation and another long-term
retention situation. The participants were first or second year women students of university.
Two types of questionnaire were randomly assigned. The result revealed that students judged
testing and spacing to be more effective strategies in both short-term and long-term retention
situations, but what they used were repeatedly study and massing strategies. In present survey,
because the students did not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short-term benefit and long-term
benefit acquired by different learning strategies, it is hard to infer that they used repeatedly
study and massing strategies to get short-term benefit before a test.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an instructional help is needed to lead students to use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Key words: Tests, Spaced Learning, Learning strategies, 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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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단기파지 질문지
1. 선영이는 심리학 개론 과목을 수강 중이다. 교수님은 오늘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

으로 뇌의 구조에 대한 신문기사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20분 동안 기사 내용을 각자 읽어
본 후에 신문기사를 걷은 다음, 바로 시험을 본다고 하였다. 시험 방식은 10분 동안 종이에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 중 선영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10분

10분

10분

①

기사 내용 읽기

기사 내용 읽기

②

기사 내용 읽기

노트에 기억나는 내용 써보기

시험

① 선영이는 20분 동안 기사 내용을 읽었다.
② 선영이는 10분 동안 기사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10분 동안 기사를 보지 않고, 노트에 기억
나는 내용을 적어봤다.
2. 미희는 고등학생이다. 영어 선생님은 3일 후 영어 수업에서 단어 퀴즈 시험을 실시한다고

했다. 미희는 시험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부했다. 공부가 끝나고 바로 시험을 실시했
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공부 계획은 무엇일까?

①

1일

2일

3일 (시험)

10분 공부

10분 공부

10분 공부

②

① 시험 전까지 3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공부한다.
② 시험 당일에 30분 동안 공부한다.
③ 차이 없음

30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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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희와 윤재는 함께 일본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인터넷에서 원어민이 단어를 읽어주는
mp3 파일을 구입했다. 파일 하나에 40개의 단어가 녹음되어 있었고, 3초에 한 번씩 단어

발음만 재생되었다. 구입한 mp3 파일은 단어를 한 번 다 듣고 나면, 읽어주는 순서가 바뀌
는 기능이 있었다.
진희와 윤재는 도서관에서 각자 단어를 외운 다음에 5분이 지나서, 누가 더 단어를 많이 외웠
는지 연습장에 써보기로 했다. 진희와 윤재가 각자 다음과 같이 공부했을 때 누가 더 많은 단어
를 쓸 수 있을까?
진희 : 2분 간 40개 단어를 한 번 들었다. 그리고 2분 간 들었던 단어를 연습장에 썼다. 그
다음, 다시 2분 간 새로운 연습장에 들었던 단어를 써봤다. 이렇게 빈 연습장에 들었던
단어 쓰기를 4번 반복했다.
윤재 : 2분 간 40개 단어를 한 번 들었다. 그리고 단어를 읽어주는 순서가 바뀌는 기능을 이용
해 4번 더 들었다.

1회 (2분)

2회 (2분)

3회 (2분)

4회 (2분)

5회 (2분)

진희

듣기

써보기

써보기

써보기

써보기

윤재

듣기

듣기

듣기

듣기

듣기

5분
휴식

시험

① 진희
② 윤재

4. 영수와 민수는 영어 단어를 공부했다. 이들은 영어실력이 비슷했으며 전혀 모르는 40개의

단어를 외우기 위해 단어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의 앞면에는 영어 단어, 뒷면에는 그 단어
의 뜻을 썼다. 단어 카드를 만든 이유는 앞면의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을 떠올려 본 후, 카드
를 뒤집어 뜻을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일 동안
공부하고 나서, 바로 단어 시험을 보기로 했다. 단어 시험에서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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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1일

2일 (시험)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①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② 5분 휴식
③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총 2회 공부)

민수

① 영수 : 첫 번째 날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까지 공부하고, 두 번째 날
또 한 번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 까지 공부했다.
② 민수 : 두 번째 날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까지 공부하고, 5분 휴식
후, 또 한 번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 까지 공부했다.
③ 차이 없음

Ⅱ. 장기파지 질문지
1. 선영이는 심리학 개론 과목을 수강 중이다. 교수님은 오늘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

으로 뇌의 구조에 대한 신문기사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기사 내용으로 시험
을 본다고 하였다. 시험 방식은 10분 동안 종이에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 중 선영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일주일 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10분

10분

①

기사 내용 읽기

기사 내용 읽기

②

기사 내용 읽기

노트에 기억나는 내용 써보기

① 선영이는 20분 동안 기사 내용을 읽었다.
② 선영이는 10분 동안 기사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10분 동안 기사를 보지 않고, 노트에 기억
나는 내용을 적어봤다.
2. 미희는 고등학생이다. 영어 선생님은 10일 후 영어 수업에서 단어 퀴즈 시험을 실시한다고

했다. 미희는 시험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공부할 생각이다. 공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공부 계획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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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일

2일

3일

10분 공부

10분 공부

10분 공부

②

4 ~ 9일

10일
시험

30분 공부

① 3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공부한다.
② 3일째 되는 날 30분 동안 공부한다.
③ 차이 없음

3. 진희와 윤재는 함께 일본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인터넷에서 원어민이 단어를 읽어주는
mp3 파일을 구입했다. 파일 하나에 40개의 단어가 녹음되어 있었고, 3초에 한 번씩 단어

발음만 재생되었다. 구입한 mp3 파일은 단어를 한 번 다 듣고 나면, 읽어주는 순서가 바뀌
는 기능이 있었다.
진희와 윤재는 도서관에서 각자 단어를 외운 다음에 1주일이 지나서, 누가 더 단어를 많이
외웠는지 연습장에 써보기로 했다. 진희와 윤재가 각자 다음과 같이 공부했을 때 누가 더 많은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진희 : 2분 간 40개 단어를 한 번 들었다. 그리고 2분 간 들었던 단어를 연습장에 썼다. 그
다음, 다시 2분 간 새로운 연습장에 들었던 단어를 써봤다. 이렇게 빈 연습장에 들었던
단어 쓰기를 4번 반복했다.
윤재 : 2분 간 40개 단어를 한 번 들었다. 그리고 단어를 읽어주는 순서가 바뀌는 기능을 이용
해 4번 더 들었다.

1회 (2분)

2회 (2분)

3회 (2분)

4회 (2분)

5회 (2분)

진희

듣기

써보기

써보기

써보기

써보기

윤재

듣기

듣기

듣기

듣기

듣기

① 진희
② 윤재

1주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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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와 민수는 영어 단어를 공부했다. 이들은 영어실력이 비슷했으며 전혀 모르는 40개의

단어를 외우기 위해 단어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의 앞면에는 영어 단어, 뒷면에는 그 단어
의 뜻을 썼다. 단어 카드를 만든 이유는 앞면의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을 떠올려 본 후, 카드
를 뒤집어 뜻을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일 동안
공부하고 나서, 12일이 지나 단어 시험을 보기로 했다. 단어 시험에서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

영수

1일

2일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3일∽13일

14일

①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② 5분 휴식
③ 단어 카드로 1회 공부
(총 2회 공부)

민수

시험

① 영수 : 첫 번째 날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까지 공부하고, 두 번째 날
또 한 번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 까지 공부했다.
② 민수 : 두 번째 날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까지 공부하고, 5분 휴식
후, 또 한 번 단어 카드를 이용해 40개 단어를 다 외울 때 까지 공부했다.
③ 차이 없음

Ⅲ. 평소 학습 습관 문항 (공통 문항)
5. 평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합니까?

① 한 학기 동안 매일 조금씩 공부한다.
②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6. 평소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① 시험 범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어본다.
② 일단 시험 범위의 내용을 읽고 나서, 내용을 보지 않고 떠올려보거나 빈 연습장에 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