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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가치와 학습전략이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H사이버대학의 2010학년도 1학기 재학생 278명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학습전략은 요인분석 결과 인지전략(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시연 및 기억전략,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트하기, 노력관리
가 하위요소로 도출되었다.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전략의 하위요인 중에서 인지전략(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동료학습 및 도
움요청, 노트하기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
는 인지전략, 시간관리, 노트하기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가치
가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제가치는 학습만족
도 및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자중심의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전략과
과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학습전략, 과제가치,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Ⅰ

. 서론

온라인학습은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접근성, 용이성, 경제성, 효율성으로 인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지원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방성, 적시성,
학습기회의 지속적 제공 등의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한 학습자들에게 온라인학습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 이 논문은 2009년 한양사이버대학교 신진교수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CU-2009-0012)
** youngjha@hycu.ac.kr. 02-2290-0323

58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학습에 대한 욕구는 최근 끊임없는 지식습득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환경과 결합됨으로써 온라인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
육기관으로서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자 수 또한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학습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중심이며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이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hipps와 Mersotis(199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만
족도와 학업성취도는 학습자의 특성과 관계가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학업성취도간에 높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온라인 강좌 사전경험(Volery, 2001)이나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Sun et al,
2008)이 학습효과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온라인 학습자의 첫 학기
성적(서선주, 2004) 이나 학습자의 개별변인과 환경적 요소(박진형, 1998)가 중도탈
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Trueman과 Hartley(1996)는
성별에 따라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가 갖고 있는 특성 중 특히 학습전략은 학습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인이다(Swanson, 1990; Weinstein, & Mayer, 1986;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학습자들은 보다 효과적 학습과 장기기억과 인출을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학습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이 학습효과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Balajthy(1990)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전략의 결핍은 학습자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함에 있어 학습에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고 했다.
동시에 학습자가 학습 또는 과제를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는지의 정도인 과제가
치 역시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과제가치는 주관적이고 상황의존
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학습자의 노력과 지속성의 수준, 과제 및 활동의 선택은 물론
학습에의 접근 방법, 학업 선택이나 등록 및 지속의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Bong, 2001; Husman et.al, 2004; Pintrich & Schrauben, 1992;
Stipeck, 1998), 한순미(2004)의 연구에서는 과제가치가 여러 동기변인들 중에서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자의 과제가치와 학습효과간의 관계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나아가 온라인 학습자를 어떻게 전략적 학습자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Eastmond, 1995; Loomis, 2000; Whipp &
Chiarelli,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
해 학습자의 집단간 특성, 학습전략, 과제가치가 중요함을 전제로 하여 학습전략과
과제가치가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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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집단간(남녀간, 학년간)에 학습전략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전략(인지적 전략, 시연 및 기억전략, 동료학습 및 도움
요청,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트하기, 노력관리)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전략(인지적 전략, 시연 및 기억전략, 동료학습 및 도움
요청,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트하기, 노력관리)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가치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가치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략

1. 학습전

학습전략은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이 특정한 학습상황에서
적용하는 전략의 집합(Derry & Murphy, 1986)이며, 효율적 학습과 전이를 효율적으
로 이끄는데 필요한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Weinstein & Underwood, 1985)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전략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내리고 있으나, 공통된 의견
은 학습전략의 사용이 학습행동이나 학습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
이다.
학습전략에 대한 정의와 함께 학습전략 요인 역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졌는데 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Weinstein와 Underwood(1985)는 학습전략은 기능이나 능력에 따라 인지적 정보처
리전략, 능동적 학습전략, 보조전략, 메타인지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Weinstein과
Mayer(1986)는 인지전략을 조직화전략, 정교화전략, 시연전략, 이해점검전략으로 구
분하고 이들을 단순한 학습과제와 복잡한 학습과제에 따른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제
시하고 있다. 즉, 단순한 과제에 적용되는 기본 시연전략, 복잡한 과제에 적용된는 시
연전략, 기본 정교화전략, 복잡한 정교화전략, 기본 조직화전략, 복잡한 조직화전략,
이해수준 모니터링 전략이다. Pintrich et al.(1993)은 학습전략을 인지전략, 메타인지
전략, 자원관리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Hofer, Yu, 그리고 Pintrich(1989)는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동기전략으로 구분하고 인지전략에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메타인
지전략에는 계획, 모니터링, 조절, 자원관리를, 동기전략에는 자기효능감, 개인적 흥미
와 가치, 학습목표와 방향, 시험불안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였다. Mckeachie et
al.(1985)은 학습전략을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자원관리전략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
다 구체화하여 인지전략에는 시연전략, 정교화전략, 조직화전략을, 메타인지전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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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기, 조절하기 등 학습자의 학습과정 통제 및 조절전략을, 그리고 자원관리전략
에는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력관리 및 도움구하기 등을 포함하였다.
양명희(2000)는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제시하면서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구분하고 인지조절에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을, 동기조절에 숙달목적지향성과 자기효
능감, 성취가치를, 행동조절에 행동통제, 시간관리, 도움구하기를 포함하였다. 권성연
(2009)은 성찰일지 분석을 통해 리허설, 예습, 이해점검을 통한 자기규제, 요약, 정리,
생성하기, 부가자료의 활용, 적용/활용, 시간관리, 학습환경관리, 동료학습, 자신의 태
도, 의지, 주의집중조절을 도출하였다. 반면 정윤경 외(2010)는 학습전략을 크게 인지
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인지조절의 필수적 기제로 메타인지를 제시하
였다. 대표적 인지전략으로 시연, 정교화, 조직화가 있으나 이 중 정교화와 조직화는
시연에 비해 고차적이고 능동적인 인지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인지전략 및 행동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학습전략의 유형 및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Elliot,
McGregor, & Gable, 1999). 따라서 학습전략별 학습효과에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
Weinstein과 Mayer(1986)는 학습자의 학습성과는 교수전략과 학습전략 양자의 효
과적 적용에 의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학습전략과 관련하여 Pintrinch(1989)
는 학습동기와 학습전략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Zhang과 Sternberg(2000)은
사고양식과 학습전략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특정 사고양식과 학습전략 간에 일
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모든 학습상황에 절대적인 학습전략은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자는 주어진 학습조건이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활용한다(윤미선, 김성일, 2004; Riding &
Sadler-Smith, 1997). Elliot, McGregor, 그리고 Gable(1999)은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
하였는데, 즉 정교화나 조직화 같은 인지전략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지만, 시
연과 같은 인지전략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oomis(2000)가 온라인교육을 받는 2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과의 성
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시간관리기술(time management skills)이 학습자의 시
험 및 과제를 포함하는 전반적 성취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Weinstein과 Mayer(1986)는 암송,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전략은 학습에 있어
서 인지활동을 증가시키고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고금자, 김수진, 강희경(2010)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
전략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62.7%라고 보고하
였다. 연구결과 학습전략 중 시간관리전략, 협동학습전략, 자기주도전략이 유의미한
하위변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아(2005)의 연구에서는
학습전략과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522이며, 영향정도에 있어서도 27.3%의 설명력을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가치와 학습전략이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583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제가치

과제가치는 Atkinson의 기대가치이론에서 출발하였으며 학업수행 및 성취를 위한
동기유발 수단이다. 기대가치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의 동기는 과제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expectancies)와 과제 자체 또는 결과물에서 찾을 수 있는 가
치(value)라는 2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가치는 노력과 지속성의 수준은 물
론 활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Stipeck, 1998) 학습자들이 학습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Pintrich & Schrauben, 1992). 학습자가 갖는 과제가치는 주관적이고
상황의존적이며 학업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usman et.al, 2004). Pintrich
와 DeGroot(1990)은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와
함께 과제가치라고 밝혔다.
Wigfield와 Eccles(1992)는 과제가치를 중요성, 유용성, 흥미의 3가지 개념을 포함
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Eccles et al.(1993)은 이를 성취가치와 관련하여 중요성(습득
가치), 유용성(활용가치), 흥미(내재적 가치)로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학습자
가 주어진 학습이나 과제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재미
있다고 느낄 때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되며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Schunk(2005)는 학습활동을 흥미롭고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일수록
적응적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좋은 학습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Eccles와 Wigfield(1993)은 가치가 수강신청에 대한 학습자의 의도와 의사결정, 나
아가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intrich와 Schrauben(1992)의 연구
에서는 자신이 가치를 부여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 능동적인
인지전략과 비판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주영
주, 김나영, 조현국(2008)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과제가치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과제가치는 학습전이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며(Holton, 2003), 학습전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Rouillier & Goldstein, 1993) 제시되어진다. 반면 Yukselturk와 Bulut(2007)은 과제가
치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과제가치와 만족도간의 연구에 있어서 Ennew와 Binks(1999), 그리고 Levy(2007)
는 과제가치가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영주, 김나영, 조현
국(2008)의 연구에서도 과제가치가 만족도와 성취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자 동기의 하위요인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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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3. 학습

취

도와 학업성

도

학습만족도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등의 충족에서 오는 총제적 결과로서 학습
자의 학습동기지속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며,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보편
적 지표이다. 특히 온라인학습에서 학습만족도는 학습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서 핵심적인 변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보면, Kim, Liu, 그리고 Bonk(2005)는 연구결
과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감이 학습자 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
고 있으며, Levy(2005)는 이러닝학습에서 중도 포기한 학습자들이 강좌에 대한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Biner, Dean, 그리고 Mellinger(1994)는
웹을 포함한 매체기반교육에서 학습과정의 중도탈락율과 다른 사람에게의 학습 추천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준거로 만족감을 제시하고 있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학습자의 학습전략과 과제가치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2010학년도 1학기 H사이버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인 ‘교육의 이해’ 과목을
수강한 278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사이버대학은 2010년 대한민국 참
교육대상의 온라인교육부문을 수상했으며,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5년 연속 사이버
대학 부문 1위 대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전체 278명으로 성별분포는 남자 36.7%(102명), 여자 63.3%(176명)이
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2.3%(62명), 2학년 39.2%(109명), 3학년 16.9%(47명), 4학년
21.6%(60명)이다. 전공별 분포를 보면 교육공학 31.29%(87명), 사회복지학 30.58%(85
명), 실용영어학 16.19%(45명), 호텔경영학 8.63%(24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에 경영학부 3.24%(9명), 공간디자인학 0.72%(2명), 디지털디자인학 0.72%(2명), 부동
산학 2.52%(7명), 상담심리학 1.08%(3명), 아동학 0.72%(2명), 정보통신학 0.36%(1명),
지적학과 1.08%(3명), 컴퓨터공학과 1.44%(24명), 시간제 1.44%(4명) 등 다양한 전공
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30.2%(84명), 30-39세가 37.8%(105명),
40-49세가 23.4% (65명), 50세 이상이 8.6%(24명)으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사이버
대학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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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략

가. 학습전

학습전략의 검사도구는 Pintrich et al.(1993)의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과 Weinstein, Schulte, & Palmer(1987)의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Inventory(LASSI)를 바탕으로 기억하기, 정교화, 조직화, 노트
하기, 비판적 사고, 시간관리, 초인지, 환경관리, 노력규제,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집
중전략, 시험전략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일차적으로 6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온라인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52개 문항을 포함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학습전략 도
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6로 나타났으며, 표본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
절한지 판단하고자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은 .939로, 변인들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
계값은 2852.79(df=2278, p=.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여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성태제, 2007).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추출된 7개 요인 중 요인 1
은 전체 분산의 41.214%, 요인 2는 6.260%, 요인 3은 4.506%, 요인 4는 4.437%, 요인
5는 3.255%, 요인6은 2.794%, 요인7은 2.178%를 설명하였고, 이는 전체 변인의
64.53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문항을 적재된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각 요인은 인지전략(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시연 및 기억전략, 동료학습 및 도움
요청,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트하기, 노력관리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인지적 전략(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959, 시연 및 기억전략, .914, 동료학습 및 도
움요청 .911, 시간관리 .835, 환경관리 .833, 노트하기 .869, 노력관리 .761이다.
나. 과제가치

과제가치는 Eccles et al.(1993)이 제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대상에 맞도
록 용어를 수정 후 활용하였다. 용어의 수정은 각 문항에서 수업, 학습, 과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이 과제가치의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하여 학습
또는 과제로 수정하고 문맥을 수정하였다. 본 도구의 KMO 값은 .775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은 882.691(df=15, p=.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주성분분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만 추출되었다. 이 요인은 전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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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59.51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과제가치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0 이었다.
만족

다. 학습

도

학습만족도 측정도구는 주영주, 김나영, 조영국(2008)이 개발한 사이버교육만족도
평가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9 이었다. 주성
분분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만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인의
77.93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

라. 학업성

도

학업성취도는 연구가 진행된 교과목의 2010년도 1학기 성적을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 교과목의 평가영역은 팀과제, 개별과제, 토론, 설문참여, 객관식 문항 중심의 총괄
평가(기말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칙에 의거 최종 성적인 A, B, C, D, F를 기준
으로 반영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온라인학습자 중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전략과 과제가치가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를 이용하여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에 앞서 전체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신뢰도검증에는 문항내적일관성계수인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하였고, 타당도는 구인타당도(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의 검증
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요인의 추출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
고 있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고 요인회전방식으로는 요인들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
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전략 및
과제가치가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
중 표준화계수에 근거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왜냐하면, 표준회귀계수는 연구목적이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거나 독립변인간의 영향
력의 크기를 상호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
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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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략

1. 학습전

만족

하위변인, 과제가치, 학습

취

도, 학업성

도의 상관관계 분석

학습전략 하위변인, 과제가치, 학습만족도, 성취도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의수준 .01에서 인지전략과 학습만족도(r = .351), 인지전략과 학업
성취도(r = .262)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전략과 과제가치(r =
.567)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연 및 기억전략과 학습만족도(r = .332),
시간관리와 학습만족도(r = .322), 환경관리와 학습만족도(r = .374), 노트하기와 학습
만족도(r = .383), 노력관리와 학습만족도(r = .255)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유의
수준 .05에서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과 만족도(r = .150), 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r =
.125)의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제가치와 만족도(r = .630)는 유의수
준 .01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제가치와 학업성취도(r = .179)도 상관관계
를 보였다.
<표 1> 학습전략 하위변인과 과제가치,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상관분석 결과 (N=278)
1. 2. 3.
인지 시연
및 동료학
습
전략 기억
및
(조직화, 전략 도움요
정교화,
청
연결
1 1
2 .736**** 1 **
3 .648** .566** 1**
4 .588** .636** .501**
5 .567** .576** .400**
6 .620** .735** .476**
7 .434** .362** .336**
8 .567** .442** .269 *
9 .351 .332 .150
10 .262** .071 .009
* p < .05, ** p < .01

학습전략
9. 10.
4. 5. 6. 7. 8. 학습
성취도
시간 환경 노트 노력 과제
관리 관리 하기 관리 가치 만족도

1
.547****
.620**
.362**
.454**
.322 *
.125

1
.641****
.43
.407****
.374
.106

1
.383**** 1 **
.479** .252** 1 **
.383 .255 .630** 1
.105 .022 .179 .096

1

략

2. 집단간 학습전

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집단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하위변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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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학년간 모두 평균의 차이는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평균값으로 볼 때, 성별에 있어서는 환경관리(남 M =3.55, 여 M = 3.79), 노
트하기(남 M =3.36, 여 M = 3.49), 노력관리(남 M =3.46, 여 M = 3.59) 전략에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년별 평균값 차이에 있어서는 노트
하기,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인지전략이 학년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전략은 모두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인구통계학적 집단특성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
구분
N M SD F 구분 N M

인지전략
(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시연 및
기억 전략
동료학습및
도움요청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트하기
노력관리

략

3. 학습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2
176
102
176
102
176
102
176
102
176
102
176
102
176

3.42
3.46
3.32
3.47
3.18
3.15
3.43
3.52
3.55
3.79
3.36
3.49
3.46
3.59

.61
.51
.66
.55
.80
.71
.71
.59
.71
.53
.82
.63
.65
.49

2.423
3.219
1.173
2.679
10.482
7.692
7.116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2
109
47
60
62
109
47
60
62
109
47
60
62
109
47
60
62
109
47
60
62
109
47
60
62
109
47
60

3.36
3.44
3.61
3.42
3.37
3.41
3.59
3.34
3.00
3.12
3.30
3.27
3.45
3.47
3.69
3.44
3.73
3.68
3.82
3.60
3.43
3.41
3.68
3.33
3.46
3.56
3.60
3.55

SD
.64
.53
.47
.52
.70
.57
.56
.54
.80
.76
.68
.66
.81
.56
.53
.63
.83
.54
.54
.51
.84
.61
.64
.73
.66
.56
.48
.49

F
2,118
1,780
2.141
1,719
1,179
2.323
.675

만족

이 학습

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전략이 학습만족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전략이 유의수준 .001에서 만
족도를 18.9%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전략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인지전략(β = .204, p <. 05)과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β = .218,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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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노트하기(β = .177, p <. 05)가 유의수준 .05에서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
며, 시연 및 기억전략, 시간관리, 환경관리, 노력관리는 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전략과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노트하기 전략이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인지전략,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노트하기 전략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 만족도에 대한 학습전략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
계수
독립변인
B 표준오차 베타(β)

t

인지전략
.116
.204
2.219*
(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258
시연 및 기억 전략
.004
.112
.004
0.40*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176
.068
.218
2.578
시간관리
.091
.083
.084
1.092
환경관리
.166
.086
.146
1.918
노트하기
.175
.088
.177
1.993*
노력관리
.087
.078
.070
1.116
2
2
R = .457 R = .209 R adj = .189, F = 10.205, p = .000
* p < .05

략

4. 학습전

p
.027
.968
.010
.276
.056
.047
.266

취

이 학업성

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전략이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성취도를 4%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전략의 하위요인 중에서 인지전략(β = .222, p <. 01), 시간관리
(β = .208, p <. 01) 전략이 유의수준 .01에서, 노트하기(β = 1478, p <. 05) 전략은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온라인학습에 있어 인지전략(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시간관리, 그리고 노트하
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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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전략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독립변인
t
B
표준오차 베타(β)
인지전략
2.513
.222
2.697**
(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6.780
시연 및 기억 전략
1.578
1.872
.056
.843
동료학습및도움요청
.420
2.089
.014
.201
시간관리
6.848
2.592
.208
2.642**
환경관리
2.063
2.050
.068
1.007*
노트하기
4.705
2.262
.147
2.080
노력관리
.850
2.213
.030
.384
2
2
R = .254 R = .064 R adj = .040, F = 2.655, p = .011
* p < .05, ** p < .01,

p
.007
.400
.841
.009
.315
.038
.701

만족

5. 과제가치가 학습

도에 미치는 영향

<표 5> 학습만족도에 대한 과제가치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β)
과제가치
.751
.056
.630 13.465***
R = 630 R 2 = .396 R 2adj = .394, F =181.301, p = .000
*** p < .001
독립변인

p
.000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가치가 학습만족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가치가 유의수준 .001에서 만족도를 39%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 .630, p < .001). 즉, 온라인학습자가 갖는 과제
가치가 높아질수록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취

6. 과제가치가 학업성

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가치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가치가 유의수준 .01에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자에게 과제가치가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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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업성취도에 대한 과제가치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β)
과제가치
.331
.110
.179
3.019**
R = .179 R 2 = .032 R 2adj = .028, F =9.117, p = .003
독립변인

p
.003

** p < .01

Ⅴ

. 결론 및 논의

학습자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만족도
와 학업성취도는 학습자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 중
학습전략과 과제가치가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도출된 본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집단특성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녀간, 학년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성별에 있어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환경관리, 노트하기, 노력관리 전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여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간관리나 기록전략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Trueman과
Hartley(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노트하기,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인지전략에서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3학년을 멘토의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경험이나 학습전
략 등을 공유하고 지도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
요가 있으며,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멘토링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차
원의 적극적 행․재정적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전략의
하위요인 중에서 인지전략(조직화, 정교화, 연결하기),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 노트하
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전략, 시간관리, 노트하기 전략
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교화나 조직화 같
은 인지전략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만 시연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Elliot,
McGregor, 그리고 Gable(1999)의 연구결과나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전략이 학
업성취도를 높인다는 Weinstein과 Mayer(1986)와 일치한다. 또한 온라인학습에서 시
간관리기술이 전반적 성취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Loomis(2000)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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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인지전략과 노트하기 전략은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
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학습자 역시
성인 학습자로서 주어지는 강의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자신의 학습양식
에 맞추어 자신만의 지식으로 객체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함
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산재된 지식을 학습자 자
신의 지식으로 객체화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습에의 욕구도 강하고 학습전략을 활용하고 싶지만 학습전략의 활용법을
모르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전략과 관련된 교육은 특강이
나 과목 이외 별도의 강의로 운영하기 보다는 단일 교과목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과목 진행 중
에 특정내용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설명하고 교수자가 직접 시범을 보임
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습전략을 활용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스캐폴딩의 수준은 점차 낮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관리 전략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사이버대학의 온라인학습자들에게 학습
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그들에게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시간
관리에 따라 학습과 학교생활의 승패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자들에게 동료학습 및 도움요청이 학습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됨은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온라인 학습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강한 소외
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외감과 온라인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은 학업
을 포기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학습자들이 학습과 학교생활을 지속함은
물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동료학습자, 교수
자, 튜터 등과의 지속적 상호관계를 통한 소속감과 사회적 실재감이다. 따라서 학습
자들간 커뮤니티,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포함한 열린 공간과 학습환
경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가치가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제가치는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모
든 학습자들이 학습전략, 특히 메타인지전략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당
면한 학습이나 과제가 흥미있고 중요하다고 믿거나 그 과제를 자신이 수행할 수 있
다고 생각할 경우에 능동적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Meece(1994), Pintrich와 Groot(1990), Pintinch와 Schrauben(1992), Zimmerman과
Martinez-Ponsz(1992)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과제가치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정윤경 외(2010), 주영주,
김나영, 조현국(2008), 한순미(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과제가치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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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과제가치가 만족도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Bong(2001), Ennew와 Binks(1999), Levy(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온라인학습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전략 등의 연구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과제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에게 과제가치의 수준을 높여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의 설계에 있어 학습자의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흥미, 중요성, 유용성 등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이들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흥미 있어 하지 않거나 유익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은 성공할 수 없다. 먼저 흥미와 내적인 동기유발을 위해 현
재 사이버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다
양한 콘텐츠 설계 전략과 개발, 그리고 상호참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온
라인학습 운영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의 새
로운 접근과 다양한 평가전략을 포함한 학습환경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
성과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의 내용과 과제의 내용,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 학
습자들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는 과제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경향이 있다(Schunk, Pintrinch, & Meece, 2010). 따라서 실제에 적용 가능한
학습내용, 학습과 일, 그리고 삶이 통합될 수 있는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다룰 필
요가 있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고
적절히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효과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중 학습전략과 과제가
치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변인들에 대한 다각
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습효과를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라는 단기적 학습효과를 다루었
으나, 향후 현업적용도나 학습전이로 확대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습효과를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습전략과 과제가치가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적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각 변인들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을 때의 영향 수준
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사이버대학 특정 교과목을 수강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선
택편의(selection bias) 표집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략을 담은 콘텐츠유형이 아닌 동영상중심의 강의형 콘텐츠
였으며, 학업성취도에 있어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였으나 총괄평가가 객관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학습전략에의 접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대상은 보다 다양한 콘텐츠 형식과 평가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교과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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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고 그 대상 또한 재학생, 중도탈락자, 졸업생 등 다양하게 구성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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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and task value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online learners

Young-Ja Ha(Hanya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and task
value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was based on a
survey of 278 H cyber university students in 2010.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learning strategies have impact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Cognitive strategies(elaborating strategies, organizing strategies, linking), rehearsal
and mnemonic strategies, peer learning, time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note-taking, and effort control are elicited as factors of learning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elaborating strategies, organizing strategies, linking), peer learning,
note-taking have impact on satisfaction. Cognitive strategies, time management, and
note-taking have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task value have impact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learning strategies to improve online
learners'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strategies to
strengthen task value.

⋆

Key words: learning strategies, task value, learn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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