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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및 사전지식과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

이 종 연(건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 교육에서 2가지 학습내용 전달전략(학습교재 전략과 음성
강의 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 사전지식을 고려할 때 2가지 전달전략의 효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
다. 49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웹 기반 전달전략의
주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달전략과 2가지 학습자 변인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의 사전지식 수준이 높을 때 음성강의 보다는 학습교
재로 공부하는 것이 보다 높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고, 반대로 학습자들의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음성강의 전략이 보다 높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유발하였다.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도 음성강의 보다는 학습교재로 공부했을
때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할 때 자기주도성과 전
달전략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어 : 웹 기반 전달전략, 자기주도성, 사전지식,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교재, 음성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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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웹 기반 교육에서 웹이라는 매체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특성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의 독특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수방법 중 학습내용 전달전략만을 생각해보면, HTML 문서로 구성되는 텍스트 위주
의 자율학습교재와 음성설명과 화이트보딩으로 진행되는 음성강의가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웹 기반 교육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고 평가받고 있다(Driscoll & Alexander, 1998; 이재경 1999). 그러나 웹 상에서 제공되
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교수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학습환경의 자기주도성 수
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습교재 전략과 음성강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
보다 학습자 중심적인 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이종연, 1999). 학습교
재 전략 적용 시 학생들은 제시된 내용을 자신의 인지전략을 기반으로 원하는 순서, 속
도, 깊이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반면에 음성강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강사 주도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사가 말하는 속도와 순서로 학습이 진행된다.
많은 사이버교육기관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학습교재, 음성강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학습내용 전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한 경우 웹 기반 교육
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교수들에게 그 선택 및 활용을 맡기기도 한다(이종연, 2002).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내용을 두가지 방식으로 제작
함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비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교수방법이 그러하듯이, 웹 상에서의 전달전략도 어느 한 방안이 다른 방안보다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수성은 학습자 변인 및 기타 조건 변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백
영균(1999)은 웹 상에서 교수전략 특히 학습의 주도권과 관련된 전략을 선택할 때 학습
자의 선수학습과 자기주도력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학습자의 선수학습 정도와
자기주도력이 높을수록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고, 선수학습 정도와 자기
주도력이 낮을수록 교사 주도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
루고 있는 두가지 전달전략 중 학습교재 전략은 상대적으로 학습자 중심적이고, 음성강
의 전략은 교사 또는 강사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자의 자기주도력과 사전지식 수
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웹 기반 교육을 위한 전달전략 중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학습교
재 전략과 음성강의 전략의 효과적인 선택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웹 기반 전
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습할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교육 공급자들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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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보다 적절한 전달전략을 적용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결
과적으로 웹 기반 교육의 질적 향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현재 웹 기반 학습내용 전달전략은 크게 텍스트 위주의 HTML 문서로 구성된 자율
학습 교재와 강사의 음성 설명 위주로 구성된 음성강의,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음성
강의의 경우 특정 시간에 진행되어 학생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경우와 강
사가 편리한 시간에 녹음해 두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점에 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
우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후자의 음성강의 즉 비실시간 음
성강의를 다루기로 한다. 이 2가지 대표적인 웹 기반 전달전략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분석,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웹 기반 학습교재 전략이란, 교수설계자의 지원 하에 담당강사 및 멀티미디어 개발팀
이 제작한 전자교재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자율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재들은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조화되고 되도록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
사례 및 연습문제 등을 제시하며, 개인별, 또는 그룹단위의 과제, 교수-학습자 및 학습
자-학습자간 질의응답 등 다양한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을 유발하도록 구성된다. 교재 기
반 상황에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학습순서, 학습속도는 물론 학
습 수준을 결정하고 후자에 비해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간다(이종연,
1999).

음성강의 전략이란 강사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멀
티미디어 PC에 장착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접 음성으로 설명해 가는 교수방법을 말한
다. 한 장소에 소집할 필요는 없지만 웹 기반 자율학습교재에 비해 전통적인 강사 위주
의 교실수업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종연, 1999). 교수의 미
리 제작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교수의 육성 설명과 함께 학습자의 컴퓨터 화면에 제
시되며 교수가 라이트 펜이나 그래픽 타블렛을 사용하여 화면에 판서하는 내용은 학생
화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학습교재 전략과 비교해볼 때 학습순서, 학습속도 및 학
습수준은 강사에 의해 결정되고 학생들은 기존의 교실환경에서처럼 교수의 강의를 일
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쉽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학
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들어진다(이종연, 1998).
웹 기반 학습교재 전략과 음성강의 전략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반면에 적용기준
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종연(1999)은 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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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타인주도적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특성
타인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진행이 비교적 의존적임
․학습진행이 비교적 독립적임
․주어진 방향에 가치부여(타인 지향적 가치) ․내적 통찰에 가치부여(자기주도적 가치)
․제한된 자기 효율성
․긍정적인 자기 효율성
․제한된 메타 인지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
․외적 동기화
․내적 동기화
․표면적 통찰
․깊은 내적 통찰(학습과정에 관여)
․지적 집중을 분산
․지적 집중을 우선시 함

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학습교재 활용 시, 수강생들의 수료률은 87% 정도로
소집과정(90% 이상)보다 다소 낮으나, 과목 만족도는 85%～92%로 기존 소집과정(평균
86%)과 유사한 수준이고, 음성강의의 경우는 학생들의 수료률은 전자와 유사하나, 사용
자 만족도는 평균 75% 정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집단(학습교재 집단과 음
성강의 집단)의 대상 학습자가 사내 임직원과 일반인으로 상이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웹 기반 학습교재 전략과 음성강의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귀한 만큼, 자기주도
적 학습(학습자 중심 학습)과 타인, 즉 강사주도적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
이 두 전략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Guglielmino & Guglielmino
(1991)는 타인 주도적 학습의 특징을 추종성, 의존성, 수동성, 조직화, 외적동기 부여 등
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특징을 주인의식, 자기강화, 독립, 다양한 자원활용, 시간관리
능력, 창조성, 문제해결 능력, 혁신, 비판적 사고기능, 내적동기 부여 등으로 설명하였
다. 한편, Long(1995)은 타인주도적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다음 표 1과 같이 비교
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타인주도적 학습에 비해 학습자의
자율성, 내적 동기와 가치, 독립성, 그리고 메타인지 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또는 강사주도적인 학습상황과 자기주도적 학습상황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Levesque(1999)는 기초과학 강좌를 수
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자기주도적인 학습그룹
이 학업성취도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Long과 Walsh(1993)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11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전략과 학업성
취도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심미자(2000)는 고등학교 수학교과에서 교사주도적
학습집단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집단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웹 기반 학습교재와 음성강의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허용하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이 두 전달전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에 유별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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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교수방법이 그러하듯이, 웹 기반 전달전략도 어느 한 방안이 다른 방안
보다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우수성은 크게 학습자 변인과 교과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변인 중
에서 학습자 변인에 초점을 두고, 웹 기반 교육에서 학습의 주도권에 관련된 선행연구
를 분석해보면 학습자의 선수학습과 자기주도력을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백영균,
1999; 권낙원, 1997; 백영균, 1997). 따라서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사전지식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본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자들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
다. 우선 Knowles(1975)와 Tough(1979)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경험을 계획하고 요
구를 진단하며 자원을 찾고 학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다”
라고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가 하는 학습과정 차원에서 자기주
도적 학습을 정의하였다. 반면에 Guglielmino(1977)와 Oddi(1986)는 인성적 차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규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설명하고 있다.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 8가지(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
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솔선수범 및 독립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 미래지향적인 자기 이해, 창의성, 기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를 제시하였고, Oddi(1986)는 적극성, 인지적 개방성, 학습에의
적극 참여 성향 등을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으로 들었다. 그러나 인성적 차원에 초
점을 둔 연구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자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
다(Long, 1991).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Guglielmino(1977)의 정의에 입
각하여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으로 이해하되, 자기주도적 학습과 동일한 의미라기 보다
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원동력이고,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하는 준비도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조건이
라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Guglielmino(1977)는 앞서말한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8가지 특성을 자기주도성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 척도(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지금까지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란,
SDLRS의 점수를 의미하며,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이 있다 없다하는 이분적인 개념이 아
니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놓이는 연속적 개념이
- 7-

다(유귀옥, 1997).
지금까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과 자기주도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McCune, Guglielmino & Garcia(1990)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을 밝혀내고자 29개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성인
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와 연령, 성, 인종변인은 관련이 없으며, 자발성, 의존성,
성장지향성은 약간 관련있고, 교육수준과 인지된 만족도는 적절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유귀옥(1997)은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 요인에 따라 자기주도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성이나 직종변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의 개인차 변
인과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드문 실정인데, Morris(1995), Long & Walsh
(1993), Long(1991), Curry(1983)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Morris(1995)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도를 예언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전통적
인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GMAT 점
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Long & Walsh(1993)는 11개의 박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기억력은 자기주도성과 관련이 있다
고 결론지었다. Long(1991)은 또한 전통적인 수업에서 자기주도성과 성적 평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Curry(1983)는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이 그
렇지 않은 성인들보다 자기주도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들은 통해 자기주도성은 학습의 참여도 및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수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
기 힘들다.
Grow(1991)는 단계별 자기주도적 학습(Staged Self-Directed Learning: SSDL) 모형을
만들었다. 즉,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단계에 따라 자기주도성이 가장 낮은 학습자로부터
<표 2> 단계별 자기주도적 학습(SSDL) 모형
단계 학습자
교사
교수방법(예)
의존적
권위자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코치, 연습을 통한 지도, 정보
1
학습자
코치 제공을 위한 강의, 결핍 저항 극복
관심있는 동기부여자 용기를 주는 강의와 유도된 토론, 목표와 학습전략 세
2
학습자
안내자 우기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교사에 의해 촉진된
3 참여적 학습자
촉진자 동등한
토론, 세미나, 그룹 프로젝트
자기주도적 상담자 인턴제, 연구보고(논술), 개별과제 또는 자기주도적 학
4
학습자
위임자 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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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른 교육방법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에서 Grow(1991)는 강사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활용해야하고, 자기주도성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단계적으로 교수방식을 하
급 단계로부터 점차 고급 단계로 높여 나감으로써 마침내 자기주도적 학습 단계에 이
르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영균(1999)도 학습자의 선수학습과 더불어 자기주도성에 따라 교수설계를 달리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선수학습 수준이 모두 낮을 때는 수
업초기 교사 주도적인 수업에서 점차로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으로 되어가야 하고, 자기
주도성은 낮고 선수학습 수준이 높을 때는 수업초기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중간에는 교
사 주도적인 수업을 그리고 최후에는 학습자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했다. 자기주도력과 선수학습 수준이 모두 중간 정도일 때는 수업 전반적으로
교사 주도적인 수업을 설계함이 적절하고, 자기주도성은 높으나, 선수학습 수준이 부족
할 경우에는 수업 초기 교사 주도적이다가 수업 중간 및 말기에는 학습자 주도적인 역
할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력과 선수학습능력이 모두 높을 때는
수업 전반적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신동과 신상조(2000)은 수학과의 경우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집단은 탐구식 교수
방법에서, 자기주도성이 낮은 집단은 강의식 교수방법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 점수를 받
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신동과 신상조(2000)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습
자의 자기주도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거두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기주도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이 실제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 특
히 학습자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라 교수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만큼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 시대의 특징상 자기주
도성이 바람직한 개인의 주요 속성으로 인정되는 만큼 자기주도성이 학습이 미치는 영
향 특히 교수방법과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3.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 중 사전지식을 빼 놓을 수 없다. Carrier & Jonassen
(1991)은 사전지식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전지식은 적성변인 다음으로
학업수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전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수
업주제와 관련된 보다 정교화된 지식구조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새로운 정보를 보다
정교한 기존의 지식구조에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식습득을 용이하게 한다(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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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의 사전지식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의 효
율성과 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습자의 사전지식이 학업 수행에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는 것(Carrier & Jonassen,
1991), 그리고 인간교육을 위한 좋은 교수방법의 기준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했는가
하는 것(박성익, 1998)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면, 과연 학습자의 사전지식에 따라 어
떠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수방법
중 본 연구와 관련된 학습의 주도권 또는 학습통제 유형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 보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학습통제 유형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Alessi & Troillip, 2001; Hannafin & Sullivan, 1995; Shin
& Savenye, 1994; Milheim& Martin, 1991; Hannafin, 1984).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
게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보다 많이 갖고 있을수록 즉, 학습할 내
용에 익숙할수록 학습자에게 프로그램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앞서 인용했
듯이 백영균(1999)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함께 선수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의 주
도권을 교사 보다는 학습자에게 줄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함께 사전지식을 웹 기반 학습교재 전략(상대적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전
략)과 음성강의 전략(상대적으로 강사 중심적 전략)의 교육적 성과를 비교하는데 고려
하고자 한다.
& Jonassen, 1991).

Ⅲ.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웹 기반 교육에서 전달전략,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및 사전지식 수준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2.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고려할 때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3.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전지식을 고려할 때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
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4.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사전지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
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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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 사범대학 1개 학과 1, 2학년 학생
으로 다음 학기 교육공학 전공과목을 수강할 계획을 갖은 학생 53명이었다. 이들 학생
들은 2개의 전달전략 유형으로 각각 26명, 27명씩 무선 할당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명의 학생이 실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포함된 피험자는 학습교재 그룹에 24명, 음성강의 그룹에 25명으로 총 49명이었다.
2. 실험자료

1) 검사도구

자기주도성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검사도구는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척도(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우리말로 번역한
‘성인용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정지웅․김지자, 1991년 형)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
회 교육계 학자들 1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성인의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수
정하고 검증한 1996년형 SDLRS(SDLRS-K 96)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89로 나타났다.
(1)

사전지식 검사도구
사전지식 검사도구는 이해력 수준의 사지선다형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더 많은
문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에게 제시할 학습자료가 1차시 분으로 그 양이 많지
않았고, 피험자들에게 실험 참여에 대한 부담감과 시험으로 인한 긴장감을 줄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5개 문항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가지 버전의 웹 기반 학습자료가 공통
적으로 제시한 5가지 학습목표별로 1개 문항 씩 출제되었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Cronbach α계수는 .47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우선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사전지식 검사 점수의 폭이 크지 않았고 또한 검사도
구의 문항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사전지식
수준에 의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2)

학업성취도 검사도구
학업성취도 검사도구 역시 이해력 수준의 진위형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위형
문항을 선택한 것은 사전지식 검사도구가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고, 학업성취도 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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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의 단순한 기억력보다는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25개의
진위형 검사는 약 17개 정도의 사지선다형 문항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Ebel & Frisbie,
1986). 25개 문항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가지 버전의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적
으로 제시한 5가지 학습목표별로 5개 문항 씩 출제되었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검
증을 받았다. Cronbach α계수는 .61로 나타났는데, .61의 신뢰도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학업성취도 검사 문항들이 학습목표에 입각해
서 출제되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표지향적 환경, 즉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학
습목표를 마스터하도록 하려는 상황이므로, 학업성취도 검사 점수의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앞서 사전지식 검사도구에서도 설명했듯이 피험자들의 동질성 또한 신뢰도를 .61
수준에 머물게 하였다.
학습만족도 검사도구
학습만족도 검사도구는 Likert의 5 평정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인성, 임정훈
(1999)이 제시한 웹 기반 수업에서의 만족도 검사도구를 중심으로 4개의 원격교육기관
(삼성멀티캠퍼스, (주)크레듀, (주)유니텔 원격교육연수원, 공주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에
서 사용하는 학습만족도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의 학습자료가 학습내용 전달만을 위해 개발되었음으로 웹 기
반 수업의 운영에 관련된 문항은 제외되었고, 학습내용 전개방식 내지 전달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웹 기반 교육 자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수를 늘였다. 결과적으로 학
습만족도 검사도구는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이 3개, 학습내용
전개방식에 대한 문항이 4개, 네비게이션의 용이성에 대한 문항이 2개, 본인이 느끼는
학습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문항이 3개, 전통적인 교실수업과 비교해서 웹 기반 교육
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문항 8개로 구성되었다. 학습만족도 검사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4)

2) 학습자료

본 연구를 위해 2개의 웹 기반 학습자료가 개발되었다. 우선 2개의 웹 기반 학습자료
모두 웹 기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이론을 학습주제로 하고 5개의 공통된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다. 2개의 자료 모두 1시간 정도의 학습시간을 요구하는 분량으로 구성되었
다. 첫 번째 웹 기반 학습자료는 내용을 텍스트 위주로 구성한 학습교재 형태로 제공하
였으며, 두번째 학습자료는 음성강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학습교재는 학습목표 제시 및
내용 요약화면, 12개의 본 내용 제시를 위한 풀 스크린과 이에 연결된 14개의 보조창
으로 구성되었는데 좌측에 제시되는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심도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하이퍼텍스트로 처리하였다. 그
림 1은 사용된 학습교재의 샘플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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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 기반 학습교재 샘플화면

음성강의는 (주)인터피아에서 개발한 원격교육솔루션, FVU(GVA, Active Tutor 등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학습교재와 마찬가지로 학습목
표 및 요약화면과 12 페이지 파워포인트 파일을 음성설명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시되
도록 하였다. 단, 학습교재처럼 학습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기보다는 강의의 아웃라인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프리젠테이션 자료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1장당 평균 3-5분 정도 연
구자가 육성으로 설명했으며 솔루션이 제공하는 화이트보딩 기능을 활용하여 프리젠테
이션 자료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달았다. 그림 2는 음성강의 시 활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 샘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개의 웹 기반 학습자료는 관련분야 내용전문가에게 검증을 받
았고, 연구대상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인과 파일럿 테스트 과정을 거쳤
다.

[그림 2] 음성강의 샘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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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절차

실험은 여름방학 중인 7월 1일부터 16일간 실시되었다. 실험이 방학 중 진행된 것은
다음 학기 수업내용과 본 연구의 학습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피험자들이 이러한 수업내
용에 접하기 전에 실험을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실험대상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실험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실험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1, 2 학년 학생 전원
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하였다. 실험 참여의 보상은 다음 학기 특정 과목을 수강하게
될 때 일정한 가점을 받는 것이었다. 총 62명 중 54명이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참여의
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성 검사지와 사전지식 검사지가 전송되었고 학생들은
검사지에 답하여 지정된 날(검사지 전송 후 1주일 후)까지 연구자에게 보내왔다. 자기
주도성 검사지와 사전지식 검사지 회수 마감일 2일 후, 이들은 2개의 그룹 즉, 학습교
재 그룹과 음성강의 그룹으로 무선 할당되었고 지정된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것을
역시 게시판, 이메일 전화를 통해 전달받았다. 또한 학습이 끝나자마자 학습만족도 검
사지와 학업성취도 검사지에 답하여 연구자에게 지정된 날짜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학
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주일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까지 실험에 참여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한 49명의 학습만족도 검사지와 학업성취도 검사지가 회수되었다. 실험이 일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제되지 못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웹
기반 교육의 본질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을 고려한
실험절차라고 판단된다. 또한 통제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두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4. 실험설계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3개의 독립변인이 있었다. 2개의 개인차 변인 즉,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
준, 학습할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과 1개의 처치변인 즉, 웹 기반 전달전략이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은 SDLRS-K 96 점수로 58점부터 290점까지 가능하였다. 사
전지식 수준은 0점에서 5점까지 가능하였고, 처치변인은 제공하는 학습자 통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 2개의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종속변인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로, 학습만족도는 20점에서 100점, 학업성취도는 0점에서 25점까지 가능했다.
본 연구의 분석전략으로 다중회귀분석 중 독립변인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위계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회귀분석 모델에 변인들이
입력되는 순서는 우선 처치변인, 처치변인과 사전지식의 1차원적 상호작용 변인(사전지
식은 자기주도성과 같은 인성변인에 비해 보다 강력한 학습성과 예측력을 지녔다
(Carrier & Jonassen, 1991)), 처지변인과 자기주도성의 1차원적 상호작용 변인, 그 다
음으로 3개의 모든 독립변인들의 2차원적 상호작용 변인, 사전지식, 마지막으로 자기주
도성이었다. 이러한 분석전략을 적용하고자 SAS personal version 8.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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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자기주도성 변인,
사전지식 변인 학습만족도 변인 및 학업성취도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들은 처치
그룹에 따라 α=.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교재 그룹
음성강의 그룹
전체

<표 3>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 수 자기주도성 사전지식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24

218.29(16.43)

1.38(.88)

78.00(6.67)

20.13(4.22)

25

217.72(16.81)

1.32(.85)

77.44(7.01)

20.84(2.58)

49

218.00(16.46)

1.35(.86)

77.71(6.78)

20.49(3.46)

표 4와 표 5는 종속변인 별로 연구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투입된 변인

<표 4> 학습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

처치
처치*사전지식
처치*자기주도성
처치*사전지식*자기주도성
사전지식
자기주도성
투입된 변인

cum R2

R2 change

df

.0017

.0017

1, 47

.13

.7162

.0814

.0797

2, 46

6.13

.0174

.3761

.2947

3, 45

22.67

<.0001

.3895

.0134

4, 44

1.03

.3156

.3904

.0009

5, 43

.07

.7980

.4541

.0637

6, 42

4.9

.0323

F

p

<표 5>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

처치
처치*사전지식
처치*자기주도성
처치*사전지식*자기주도성
사전지식
자기주도성

cum R2

R2 change

df

.0100

.0100

1, 47

.92

.3424

.2400

.2300

2, 46

19.45

<.0001

.2471

.0071

3, 45

.60

.4419

.2486

.0015

4, 44

.13

.7212

.4942

.2456

5, 43

20.77

.0001

.5025

.0083

6, 42

.70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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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전체적인 회귀분석모델은 학습만족도의 45.41%, 학업성취도의 50.25%를 설명할 수
있었다. 먼저 모든 독립변인과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 변인들 중에서 처치변인과 사전
지식 점수간의 상호작용 변인, 처치변인과 자기주도성 변인간의 상호작용 변인, 그리고
자기주도성 변인이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학습만족도의 변량을 예측할 수 있었
고, 처지변인과 사전지식 점수간의 상호작용 변인과 사전지식이 α=.05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학업성취도의 변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별로 통계분석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처지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처지변인의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만족
도의 변량은 .0017이었다. R 의 증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1, 47)<1, p>.05. 또한 처지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처지변인의 변량로 인해 발생되는 학업성취도의 변량은 .0100이었다. R 의
증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1, 47)<1, p>.05. 즉 2가지 유형의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2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고려할 때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처치변인과 자기주도성 점수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이 1차
원적 상호작용 변인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만족도의 변량은 .2947이었다. R 의
증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45)
2.

2

=22.67, p<.05.

위 결과를 해석해보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수준이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미이다. 자기주도성 수준과 웹 기반 전달전략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그룹별 자기주도성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자기주도성
점수가 평균이하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의 평균 만족도를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로 그려
비교해보았다. 직선은 학습교재 그룹을 점선은 음성강의 그룹을 나타내고, 자기주도성
1은 자기주도성이 평균이하일 때의 평균 학습만족도를, 2는 자기주도성이 평균이상일
때의 평균 학습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교재 전략 적용 시 학
습만족도는 자기주도성이 높아질수록 음성강의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학습만족도가 커지고
이러한 경향은 학습 교재 그룹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기주도성이 낮을
때 학습만족도는 학습교재 전략을 적용하던 음성강의 전략을 적용하던 거의 유사한 수
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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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기주도성과 지식전달전략간의 상호작용

처치변인과 자기주도성 점수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이 1차
원적 상호작용 변인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업성취도의 변량은 .0071이었다. R 의
증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3, 45)<1, p>.05.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학습교재 전략을 적용하던, 음성강의 전략을
제공하던 간에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 수준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전지식을 고려할 때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처치변인과 사전지식 점수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이 1차원
적 상호작용 변인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만족도의 변량은 .0797이었다. R 의 증
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6)
=6.13, p<.05. 이것은 학생들의 사전지식 수준이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미이다. 학습만족도를 기준으로 사전지식 수준과 웹
기반 전달전략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그룹별 사전지식 평균 점수를 기준으
로 사전지식 점수가 평균이하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의 평균 만족도를 그림 4과 같이
그래프로 그려 비교해보았다. 직선은 학습교재 그룹을 점선은 음성강의 그룹을 나타내
고, 사전지식 1은 사전지식이 평균이하일 때의 평균 학습만족도를, 2는 사전지식이 평
균이상일 때의 평균 학습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교재 전략
적용 시 학습만족도는 사전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사전지식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학습만족도가 커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습교재 그룹에서 더욱 현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사전지식 수준이 높을
때 학생들은 음성강의보다 학습교재로 공부할 때 보다 높은 학습만족도를 나타낸다는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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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전지식 수준과 지식전달전략간의 상호작용 1

것이다.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 때의 학습만족도는 학습교재 전략을 적용하던 음성강의
전략을 적용하던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전지식 검사도구의
신뢰성이 낮았던 관계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처치변인과 사전지식 점수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이 1차원
적 상호작용 변인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업성취도의 변량은 .2300이었다. R 의 증
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6)
=19.45, p<.05. 이것은 학생들의 사전지식 수준이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미이다.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사전지식 점수와
웹 기반 전달전략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그룹별 사전지식 평균 점수를 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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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전지식 수준과 지식전달전략간의 상호작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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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사전지식 점수가 평균이하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의 평균 학업성취도를 그림 5
와 같이 그래프로 그려 비교해보았다. 직선은 학습교재 그룹을 점선은 음성강의 그룹을
나타내고, 사전지식 1은 사전지식이 평균이하일 때의 평균 학업성취도를, 2는 사전지식
이 평균이상일 때의 평균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교재
전략 적용 시 학생들의 사전지식이 낮을 때는 음성강의 전략을 적용함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고, 반대로 학생들의 사전지식이 높을 때는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것
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전지식 검사도구의 신
뢰성이 낮았던 관계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사전지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웹 기반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처지변인과 2개의 개인차 변인간의 2차원적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이 2차원적 상호작용 변인의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만족도의 변량은 .0134이
었다. R 의 증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4, 44)<1, p>.05. 또한 처지변인과 2개의 개인차 변인간의 2차원적 상호
작용 변인이 회귀분석모델에 입력될 때 처지변인의 변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업성취
도의 변량은 .0015이었다. R 의 증가 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α=.05 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4, 44)<1, p>.05. 다시 말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사전지식 및 웹 기반 전달전략은 통합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나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2

2

Ⅵ. 논 의
본 연구는 웹 기반 교육에서 전달전략(학습교재 전략과 음성강의 전략), 학습자의 자
기주도성 및 사전지식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
였다. 우선 웹 기반 학습내용 전달전략의 유형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어느 한 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해 학습자의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를 기준
으로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Reigeluth(1983)가
말한 교수설계의 3대 주요변인, 조건(condition), 방법(method), 결과(outcome)와 이 변
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웹 상에서의
전달전략, 즉 교수방법은 학습자, 교수목적, 교과내용의 특성 및 기타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교수결과(학업성취도, 만족도 등)를 창출해낸다. 특정한 교수방법
이 교수조건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교수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전달전략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두 지식전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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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습교재와 음성강의가 학습자들에게 크게 다른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전략 모두 웹 상에서 학생과 강사가 대면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
습진행 상 학습교재는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학습의 주도권을 제공하고, 음성강의는 강
사가 주도권을 가진 전통적인 교실수업을 웹 상에 옮겨 놓은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
습자에게 주어지는 학습의 주도권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와 그들의 학습만족도 측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다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다
루고 있는 학습교재 및 음성강의 관련 솔루션 공급업체들과 이러한 솔루션들을 도입하
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적어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웹 기반 전달전략 자체가 상이한 학습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자라는 조건
변인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중
심으로 논의해 보면,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높을 때 즉 비교적 익
숙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갈 수 있는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만족도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학습자가 공부할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낮을 때 즉, 생소한 내용을
공부해야 할 때는 음성강의가 보다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사전
지식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거나 친숙한 내용
들 중에서 몇몇 부분들만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모든 학습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공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순서, 속도 및
깊이로 즉,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Carrier & Jonassen(1991)
이 지적했듯이 사전지식이 높을 경우 학습할 내용에 대한 비교적 정교한 지식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용이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
존 지식을 회상해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었던 부분을 학습교재에서 바로 찾아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교재는 사전지식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성취도를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
습환경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음성강의를 제시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습의 통제권이
줄어들었다고 인식되고 따라서 지루하게 되며, 학습만족도가 떨어지는 동시에 학업성취
도도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사전지식이 낮은 경우에는 학습할 내용을 차
근차근 설명해주는 음성강의를 제공받았을 때 새로운 내용을 혼자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강사의 설명을 조금은 더 인내력을 갖고 들을 수 있
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는 물론 학습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들 학생들에게 학습교재를 제공한다면, 학습순서 및 속도 면 등에서 본인
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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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사전
지식이 높거나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지식을 전달할 때는 학습교재 방식으로, 사전
지식이 낮거나 학생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지식을 전달할 때는 음성강의 방식으로 진행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전지식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계수)가 우리가 일반적으
로 인정하는 .60 이하이므로 사전지식 수준과 관련된 위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의심스럽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연구결과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전지식 검사도
구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적성변인, 사전지식 다음으로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인성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성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상황에서
공부하던지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습교재로 공
부할 때 더욱 현저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습자들은 보다
많은 학습의 통제권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공부할 때 더욱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기주도성이 비교적 낮은 학습자들이 학습교재 보다 음성강의 상황에서 더
욱 만족스러워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도 학습교재를 음성강의보다 만족스럽다고
느끼지만 그 정도가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들에 비해 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이 매우 동질적이고,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자기주
도성이 높은 20대에서 축출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유귀옥(1997)은 20대
와 30대 성인이 40대와 50대 성인보다 자기주도성이 높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성인이 가장 높은 자기주도성을 보였다고 했다.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보다 확대한다면
자기도성이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음성강의가 더욱 만족스러웠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습대상자가 자기주도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될 때는
학습교재를 통해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성과를 초래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학습교재, 음성강의 모두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공하는 학습통제권의 정
도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전달전략이 제공하는 학습통
제권이 전적으로 교수설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음성강
의 솔루션들은 강사의 노트에 학습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 물론 솔루션 제작자들과 상의하여 솔루션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튼 학습교재, 음성강의 모두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공하
는 학습통제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본 연구의 결
과는 학습교재 또는 음성강의를 설계할 때 필요한 간접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에 음성강의가 자기주도성이 높거나, 사전지식이 높은 사람에
게 덜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성이 높고, 사전
지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성강의를 설계할 때는 학습통제권을 제공하는 방안
을 반드시 강구해야한다” 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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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 교육에서 2가지 학습내용 전달전략(학습교재 전략과 음성
강의 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자의 자기주도
성과 사전지식을 고려할 때 2가지 전달전략의 효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었다. 49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달전략 자체가
학습만족도와 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사
전지식을 고려할 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웹 기반 교육에서 전
달전략을 선택할 때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사전지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
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전지식과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에게 학습
교재를 제공하고, 사전지식과 자기주도성이 낮을수록 음성강의를 제공함이 적절하다는
것이다--물론 사전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된 후속 연구가 있
어야 확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부분적으로 의문 시 되는 점은 있으나--특별
한 기준 없이 전달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이 막연히 효과적이고 만
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이버교육기관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하겠
다. 혹자는 학습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버전을 만
들어 놓고 학습자가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함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여러 가
지 버전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버전을 제공했을 때 학습자가 과연 이러한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스러워하며, 보다 좋
은 학습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웹 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전달전략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하고 활용해야할지 당혹스러워하는 기관들
에게 그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가운 지침을 제공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약점으
로 우선 사전지식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낮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험이 피험
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음으로 현장성은 있으나 통제되지 못
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사용된 학습자료가 이해력 수준의 1시간 분량임에 따라
학습효과를 논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피험자 사이즈가 적으며 매우 동질
적이었다는 사실과 현존하는 많은 전달전략 중에 학습교재와 비실시간 음성강의만을
다루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신뢰로운 사전지식 검
사도구를 활용하고, 철저히 통제된 실험환경에서, 보다 오랜 기간 학습해보게 한 후 확
신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많은 피험자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전
달전략(실시간 강의, 비디오 강의, 시범 등)을 다양한 교과, 다양한 수준의 학습내용에
적용해보는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이버교육 공급자들에
게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게되고, 투자비용과 시간은 줄이되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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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elf-Direction, Prior Knowledge
and Delivery Strategies on Learn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Web-Based Instruction
Jong-Yeon Lee(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direction, prior
knowledge and two types of delivery strategies on learn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web-based instruction. In the first delivery strategy, self-directed tutorial type
material composed of well-organized HTML documents was used to delivery the
lesson and students were more likely able to direct their own learning. In the
second delivery strategy, lecture type material composed of a presentation file with
lecturer's explanation in his or her voice and online white-boarding were used to
deliver the lesson and students were less likely able to direct their own learning.
Both strategies were implemented on the web.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forty eight college students. Subjects first
completed a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nd a pretest which measured
their prior knowledge on learning theories.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delivery strategy groups and provided with the lesson about learning
theories. Two groups differed only in the way to deliver the content of the lesson.
Immediately after completing the lesson, subjects took a learning satisfaction scale
and a pos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wo types of delivery strategies had little
significant effect on learn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The interaction effects of
prior knowledge, self-direction and the delivery strategies, however, were significant.
When students had relatively a high level of prior knowledge, the self-directed
tutorial type lesson of the first delivery strategy was superior in terms of learn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contrast, when they have relatively a low level of
prior knowledge, the lecture type lesson of the second delivery strategy was tend to
be superior in terms of learn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self-direction were more satisfied when the self-directed tutorial type lesson
was given rather than the lecture type lesson was given.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of self-direction and delivery strategies on performance was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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