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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술 구성요소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변 영 계* ․ 박 한 숙**2)
1)

Ⅰ. 서 론
학습자의 학업성취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
근에는 교수 방법적인 접근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학습기능 사용이나 상위인지를 통한 학
업성취 개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Alfred, 1991; Fralick, 1990; Apps, 1990; McNight,
1990 등). 이들 연구는 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수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학
습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단순한 암기요인이나 지능요인 등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에 있다기 보다는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혹은 ‘학습 기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에 있는 것으로 규정짓고 주로 생활 속에서의 시간관리 방법, 수업시간
중 효율적으로 수업내용을 청강하고 기억하는 방법, 제시된 과제를 읽고 회상하는 방법, 시
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능률적으로 치르는 방법 등의 학습기술을 체계적이고 조직적
으로 가르침으로서 많은 실증적 효과를 거둘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 Stocky, 1990;
Fralick, 1990; Phillips, 1989; Hoeprich, 1988).
이러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먼저, Gagné (1985)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기억 및 사고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능
력으로서 인지적 전략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Bruner(1961; 1971)의 여러 저서에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인지적 전략의 작용과 유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인지적 전략이란 학습을 하거나 사고를 하는데 있어
서 수반되는 내적 처리 과정을 선택하고 유도하는 지적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전략은 말할것도 없이 정보처리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
들의 구체적인 예를들면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학습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배운 바를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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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회상하고 사용하며, 어떻게 하면 보다 유창하게 사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등으로 들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능력들은 학습자들이 보다 잘 학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학습기
술의 요소로 보아질수 있으며 학업성취 개선에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은 학
습자들의 이러한 능력을 훈련시킴으로서 학습자들의 기억, 회상, 사고 등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습기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
나 실제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기술의 개념을
규정하고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학습기술의 요
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 문
제는 첫째, 학습기술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학
습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하위요소는 어떠한 것인가? 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들을 탐색해 봄으로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습기술의 개념에 보다 명
확한 의미를 제시할수 있게 될 것이며, 학습기술의 구성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밝혀 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해 봄으로서 학습기술이 어느
정도의 효요성과 사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학습기술의 개념과 구성 요소
학습기술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공부절차, 공부습관, 공부방법, 공부기법, 혹은
공부기술, 공부행동으로 불려져 왔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부전략 혹은 학습기술, 학습
전략, 학습방략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지기술, 인지전략, 인지
방략 또는 사고기술, 시고전략, 메타인지 기술, 메타인지 전략, 학습양식, 인지양식, 학습공
부 기술, 학습공부전략, 인지학습전략, 사고-학습기술 등과 같이 극히 복잡 다양한 명칭으
로 불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학습부진은 읽기, 쓰기, 산수로 구성되는 3R 중의 읽기 능력 및 기술
의 결함에서 기인되었다고 믿고 읽기 능력과 기술의 정도를 진단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학습습관 또는 기술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학습습관 또는 기술의
중요 요인으로 쓰기, 노트필기 기술, 시간계획, 환경조성, 학습동기 등이 추가되어 왔다. 또
한 공부하는 기술과 방법이 주로 공부방법, 공부기술, 공부습관으로 불려 졌던 1950년대까
지 공부하는 기술과 방법은 주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입각하여 학습 과진아 혹은 학습부진
아를 변별할 수 있는 학습행동상의 지표들을 모아 그것들을 이용하여 학습 과진아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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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진단하고 학습부진아의 학습행동을 교정, 지도하기 위해 공부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
해 공부방법, 공부기술, 공부습관 등으로 명칭하였다. 그리고 Atero(1989)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인지심리학의 영향으로 정보처리론, 의사결정론 등과 같이 특정 이론 또는 모형에 입각
하여 공부기술, 공부방법 혹은 공부습관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공부하는
용어는 학습, 인지, 메타인지 또는 사고하는 용어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기술, 방법, 습관 등
과 같은 용어는 전략이란 용어로 대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같이 역사적으로 현재의 학습기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그 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학습습관(study habit ; Briggs, Tosi & Morley, 1971), 학습기법(study technique; Frank,
1984), 학습태도(study attitude; McCausland & Stewart, 1974) 등과 같이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에 요구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주로 학습방법의 측
정과 개선을 목적으로 시도되어 오고 있으며 대체로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사용하는 학
습기법, 학습양식, 태도 기술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탐구전략(study
strategy; Goldman & Warren, 1973),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 Dansereau, 1978; Weinstein et
al., 1988) 등과 같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 측면에
서 접근한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개선시킴으로서 학습내용의 기억
이나 회상을 용이하게 하는데 연구의 주된 관심을 두었으나 점점 그 관심의 범주를 넓혀
지금에 와서는 학습자의 내적 처리과정 뿐 아니라 정보의 부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는 학습자의 모든 외적행동(external behavior)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학습전략은
탐구전략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예; Anderson, 1979; Mckeachie, 1988 등)
이 학습전략은 학습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학습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취
하는 모든 방법적 사고 또는 행동(Weinstein & Mayer, 1986)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한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학습방법적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따라서 ‘학습기술’ 개념은 전자에서 강조한 학습방법 상의 기술적 접근으로 시도된
기존의 다양한 학습습관, 태도, 기법에 관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후자의 인지심리학 이론의
연구 결과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재구성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Gall et al., 1990).
특히 최근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에 있어서 많은 교육학자나 심리 학자들은
인지심리학에서의 학습, 사고,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지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학습기
술(study skills)의 효율적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Gagn, 1985; Gellathy, 1986; Gall & et al.,
1990). 이러한 학습기술이란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학습사태에서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다양
한 활동들로 보며 이때 학습기술은 크게 학교 학습시간 뿐 아니라 학교생활 이외에서의
자기관리를 비롯하여 수업에 관한 기술, 과제에 대한 기술, 시험에 관한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Rothkopf, 1988).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Devine(1981)은 학습기술의 개념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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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 단락의 핵심문장 찾는 것에서부터 SQ3R 방법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기능들을 열거하면서 학습기술을 학교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아이디어들을 획득,
기록, 종합, 회상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skills) 혹은 능력들로 구성된 종합적 학습력
(global ability)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술이나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면 읽기 과제
에서 예시나 부연설명에 주목하기, 작자의 의도 파악하기, 결과 예측하기 등이 있을 수 있
겠고 이외에도 보다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제목이나 굵은 활자에 주목하기, 핵심내용 노트
하기, 도표 이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Sherman(1984)은 보다 구체적인 학습기술을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tools)나
기법(techniques)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학습기술을 목수들이나 타이피스트, 기계 정비공 등
이 익히는 기술(craft)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익혀짐으로써 하고자 하
는 부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듯이 학습기술도 학생들에게 교수함으로서
학업성취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학습기술
에 대한 정의를 내린 Gall과 그의 동료들(1990)은 학습기술을 학교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학
습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기법의 내용으로서는 일상 생활
중 자기관리 기법, 수업에 참가하고 경청하는 기법, 읽기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과 기법, 학
습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법, 시험 치름에 있어서의 기법 등을 들고 있다. 이상 제시된 개념
들의 특징을 종합에 보면 결국 학습기술이란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
법(techniques)들을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법이란
기능의 하위개념으로서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절차(procedures)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학습기술을 정의해 보면 결국 학습기술이란 ‘다양한 학습사태
에서 학습자 개인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내적/외적
여러 가지 방법상의 활동들’이라고 정리할수 있겠다.
이러한 학습기술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Devine(1981)은
교수 중심의 입장에서 학습기술 요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1) 수업청강 개선 기능; 말할 내용의 사전준비, 영상 기구의 이용, 수업내용의 안내
보기, (2) 읽기과제 이해 기능; 개괄하기, 읽기 계획과 목표의 설정, 선행조직자의 이용, (3)
수학, 과학, 문학에서의 학습기능, (4) 노트필기와 숙제하기; 줄긋기, 개괄하기, 요약하기,
(5)문제의 조사와 탐구기능; 도서관의 이용, 실험실의 이용, (6) 보고서 쓰기; 여러 관점의
이해, 챠트나 그래프 등의 준비, 모형의 제시, (7) 시험 치르기; 기억해 내기, 관련짓기, 망
각의 방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처리 입장에 서 있는 Weinstein, Zimmerman과 Palmer(1988) 등은 학습과 탐구전
략 측정(LASSI;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Inventory)에서 이에 관련된 하위요인들을 다음
과 같이 10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불안의 극복; 평가에 대한 불안의 억
제, 과제에 대한 염려의 대처, (2) 학습태도의 견지; 성취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수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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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치 부여하기, (3) 주의 집중하기; 읽기 과제에서 읽은 내용 회상해 보기, 교과 공부 집
중, 수업시간 한눈 팔지 않기, (4) 정보의 처리; 관련짓기, 조직화 하기, 회상하기, (5) 성취
동기; 교과서 미리 읽어가기, 학습에 흥미 갖기, (6) 시간 계획하기; 미루지 않고 공부하기,
쉬는 시간의 활용, 일과의 합리적 조정, (7) 핵심 아이디어의 선택; 밑줄긋기, 중요 내용의
파악, 불필요한 내용의 구분, (8) 자기 평가; 읽는 도중의 점검, 숙제하면서 수업 내용의 복
습하기, 자기 실력 측정하기, (9) 학습 도움물의 활용; 실제 응용해 보기, 그룹 토의 참가,
도표나 그림의 이용, (10) 시험전략 짜기; 시험 질문의 의미 파악, 정확한 시험 자료의 선
택, 다양한 시험 문제 유형의 연습 등이다.
이외에 Saleebey(1981)은 학습자들의 학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기술들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학습 환경관리, (2) 주의, 노트필기, 시간활용, (3) 기억, (4) 시간
관리, (5) 읽기, (6) 시험 준비 및 시험치기, (7) 리포트 작성, (8) 수업 계획 및 그룹 학습, 정신
적 준비, 녹음기 활용, 교사와의 협조, 수업내용의 토론 등이다. 그리고 Kramer, Aeschleman 및
Peterson(1983)은 Saleebey와 비슷한 측면에서 학습기술 프로그램에서 학습기술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조직화하고 있다. 그것은 (1) 읽기 기술(SQ3R) 및 자신의 학습 시간
점검하기, (2) 학습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사용, (3) 자기 점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4) 학습시간 관리, (5) 학습환경 개선, (6) 시험치기, (7) 시험불안 감소 등이다. 이
Kramer, Aeschleman 및 Peterson의 학습기술 내용과 Saleebey가 제시한 학습기술의 내용은
그 내용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음에 제시되는 Sherman(1984)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예습하기 기술; 개괄하기, 내용 훑기, 목표 탐색하기,
(2) 정보의 획득 기술; 주의 집중하기, 조직화 하기, 검토하기, (3) 기억 기능; 관계짓기, 의
미화 하기, 기억 기법의 사용, 연습하기, (4) 복습기술; 시험 준비하기, 문제 중심 요약하기,
검토하기, (5) 학습전략 개발하기; 학습사의 점검, 적절한 전략의 개발과 선택, (6) 효율적
수업청강과 노트하기; 수업 내용 이해를 위한 단계의 연습, 노트 필기의 효율적 방안 탐색,
(7) 시험 보기; 시험의 특성 파악하기, 시험 유형 만들어 보기, 힌트의 이용 등과 같다.
한편, 학습기술에 관한 Gall과 그의 동료들(1990)의 연구를 보면 학습기술이 보다 체계적
이고 구조적인 것을 알수 있다. Gall과 그의 동료들(1990)은 학습기술을 5가지로 제시하고
그 하위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은 (1) 자아 관리를
위한 기술; 학습자료와 물리적 공간의 조직, 시간의 관리, 스트레스의 관리, 필요한 도움
구하기, (2) 수업에 참가하고 듣기 위한 기술; 수업 참여와 청강, 노트하기, (3) 읽기 과제를
실천하기 이한 전략과 기술; 미리 읽기, 요점정리와 이해, 이해 점검과 질문, SQ3R의 이용,
(4) 쓰기과제 준비를 위한 기술; 쓰기과제 정의하기, 주제 분류하기, 쓰기계획의 전개, 쓴
내용의 교정, (5) 시험치기를 위한 학습 기술; 내용 검토 기술, 시간관리 기술, 시험요령 기
술, 심리적 대처 기술 등이다. 이러한 학습 기술들은 학습자가 학교 수업에 임하기 이전에
가정 학습과 관련되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학습자료를 미리 구비한다 든

5

6 / 교육연구(제7권)

지 하는 요소에서 부터 시작하여 학교 수업에서의 수업 청강에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학
교에서 내어준 과제를 처리하는 기술, 끝으로 시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간관리 라든지
시험 요령 등에 이러기 까지 전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렇듯 여러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기술의 개념을 여러 시각에서 정의하고 그리
고 그것에 관련된 하위 변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범주 속
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에 제
시된 이러한 여러 가지 학습기술 요인들을 공통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겠다. 그것은 첫째, 교실수업 이외의 장소와 공간을 조직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로서의 자기 관리 학습기술, 둘
째, 정규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경청하고, 그 수업내용을 노트하고, 단서를 포착하며, 상징
및 축어를 사용하여 정리하며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기술로서의 수업청강 학습기술, 셋째,
학교에서 내어주는 읽기, 쓰기 과제를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중요 정보에 줄을 긋는 다든
지,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초안을 잡는 등에 관련된 과제해결 학습기술, 넷째, 학습내용을
검토하고 시험준비 상태를 점검하며, 시험요령을 파악하고 심리적 이완기법 등을 관리하는
시험처리 학습기술, 마지막으로 기억을 보다 용이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시연을 해 본다든
지, 학습자료를 의미있게 하고 관련된 정보를 연관시키거나 핵심내용을 부각시켜 내용을
정교화 해 본다든지 함으로서 학습자의 정보처리를 도울수 있는 정보처리 학습기술 등이
다. 이를 토대로 학습기술 구성요소를 범주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학습기술 구성요소들의 범주화
학습기술 범주

세 부항 목

1) 자기 조절 기술

․학습자료 및 공간의 조직
․시간의 관리
․심리적 상태의 관리
․적절한 도움 구하기

2) 수업청강 기술

․수업의 참여와 경청
․노트 필기 기능

3) 과제해결 기술

․읽기과제 학습
․밑줄긋고 노트에 정리하기
․이해 점검 기법
․읽기 전략
․쓰기과제 해결법

4) 시험관리 기술

․시험내용 복습 기법
․시험 시간의 관리
․시험 요령에 관한 기술
․심리적 대처 기술

5) 정보처리 기술

․정보의 조직
․의미의 부여
․기억기법의 이용
․적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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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습기술은 전체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그 하위영역별
로 여러 요소들이 단위별로 다른 특성으로 묶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의 1920년대
에 주로 많이 논의되던 학습습관, 학습방법 등의 요소와 1980년대 이후 많이 대두되어 왔
던 정보처리기술 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구성되어진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학습습관이
나 학습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측정도구를 보면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나 조작적인 측
면에만 치우친 경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조작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
학습자들의 인지적 측면이나 정보처리적 측면이 무시되어온 경향이 있어 왔다. 그래서 최
근에 Gall과 그의 동료들(1990)은 기존의 학습기술 도구의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서 학습자 내적으로 정보를 관련짓고, 분류하고, 기억하는데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
였다. 따라서 현재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습기술은 단순히 행동적이고 조작적 측
면 뿐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 정보처리 측면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고 보아야 타당한 것이다.
특히,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학습자 자신에 의한 스스로의 학습법을 익혀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기술의 측정과 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사는 보다 학습이 용이하도
록 내지 학습자의 성취가 개선되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 위에서 제시된 학습기술이다. 이러한 학습기술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활동
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립적 학습개체(independent learner)'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일과 속에서 자기 시간을 관리하
고 수업시간에 핵심사항을 파악하여 노트하고 과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기
법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취도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
능들도 아울러 길러 질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기술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Ⅲ. 학습기술과 그 하위요소들
지금까지 학습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습기술의 구성요소는 자기조절 기술, 수업청강 기
술, 과제해결 기술, 시험관리 기술, 정보처리 기술 등의 5가지 정도로 범주화할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특징과 하위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조절 기술
자기조절 학습기술은 필요한 학습자료와 학습 공간의 조직, 공부할수 있는 시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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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필요한 도움구하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술들 속에는 학습자들
이 수업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학습행동을 점검하거나 보상하며 지시하는 일련의 행
동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학습장애나 부진아 등 특수한 학습처치를 하
여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가르쳐져 왔으며 오늘날은 모든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Karoly & Kanfer, 1982). 이러한 자기조절 기술에
대한 구체적 하위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수 있다.
1) 학습자료 및 학습공간의 조직: 이 학습기술은 학습자의 외부환경이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
직화 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학습참고서나 수업내용의 파일화하기
‧ 가정에서 학습할수 있는 장소의 조직화
2) 시간의 관리: 이 학습기술은 학습자의 수업시간이나 수업이외 시간의 계획과 관리에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구체적인 하위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스케줄의 조직화
‧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적합한 시간대의 구성
‧ 해야할 일이나 약속의 우선순위 결정
‧ 큰 단위의 과제를 하위과제로 나누고 각 하위과제별로 실행계획 짜기
‧ 학습후에 자기 자신에게 보상주기
‧ 수업시간에 늦지 않기
‧ 과제를 정한 기한에 해 내기
3) 심리적 상태의 관리: 이것은 학습자의 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확보함으로서 학습
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학습기술이다.
‧ 학습시간을 자신의 자연스러운 심리 사이클에 맞추어 계획하기
‧ 충분한 수면 취하기
‧ 교사가 강조하는 과제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두기
‧ 명상기법의 사용
‧ 점진적 근육 이완기법의 사용
‧ 신체균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동량의 확보
‧ 적절한 영양의 보급
‧ 해가되는 물질(알콜, 담배, 최면제 등) 피하기
‧ 자신의 장단점의 정확한 파악
‧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 갖기
‧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관점에서 결정하기
4) 적절한 도움 구하기 :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어려운 내용들에 대
해서 외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구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도움이 필요한 부분 알기
‧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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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이러한 자기조절 기술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
하고 있다. Zimmerman과 Pons(1986)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각각 80명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생활 속에서 어떠한 자기조절 학습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보다 자신들의 학습환경을 구조화(참
고서의 구비, 시간계획, 공부할 장소의 지정 등)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많고 앞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배열에 관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Delucchi와 그의 동료들(1987)은 학습자들이 수업시간 이외에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의 양과
학업성취(학업등수와 총괄시험 점수)와의 관계를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시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성취와 별다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학생
들의 학업적 성공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인은 공부하는데 사용한 시간량 보다는 다양한
자기관리 기술에 따른 효과적인 시간의 관리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수업청강 기술
수업에 있어 사용되는 학습기술은 크게 청강기법과 노트필기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청강기법에는 교사와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갖기, 수업시간 이전에 교재 읽어두
기, 주의 집중하기, 올바른 수업자세 유지하기, 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기, 모르는
내용 질문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트필기 기법은 선생님이 암시한 내용 노트하기,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트해 두기, 필기내용 보충하기, 노트내용 정기적으로 복습하기 등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법들은 단순히 낱말을 듣고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즉 , 이러한 과정들은 화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 처리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Wolvin & Coakley, 1985). 이러한 수업청강 기술의 구
체적 하위요소를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수 있다.
1) 수업의 참여와 경청: 이것은 학습자가 정규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이
해하고 수업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정규적인 수업에 결석하지 않기
‧ 교사와 수업에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 수업시간 이전에 교재 읽어 두기
‧ 수업시간에 주의집중하기
‧ 올바른 경청자세 유지하기
‧ 교사의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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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내용 질문하기
‧ 개인과제 해결시간 충분히 활용하기
2) 노트 필기 기능: 이것은 수업시간 중이나 자습시간에 학습자가 자신의 노트 필기를 보다 조
직화하여 학업성취를 개선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기억할 필요가 있는 교사의 설명 기록해 두기
‧ 교사가 암시하는 내용 유의하여 노트하기
‧ 개념과 그에 따른 예들을 기록해 두기
‧ 과제 및 시험 날짜 기록해 두기
‧ 자신이 이해한 말로 기록하기
‧ 되풀이 되는 낱말이나 공통된 단어는 축어나 상징어로 사용하기
‧ 이해하기 쉽게 노트하기
‧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를 유지하기
‧ 바인더를 이용하여 노트내용을 모아두기
‧ 노트에 날짜를 적고 소주제(label) 붙이기
‧ 수업후 노트내용 보충하기
‧ 노트내용 주기적으로 복습하기

이러한 수업청강 기술에 대하여 현장 수업시간을 중심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
어 졌다. Carrier와 Titus(1981)는 노트 필기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네소
타 대학의 학습기술 연구소에서 개발된 노트 필기 시스템을 훈련시켰다. 이 시스템은 학생
들에게 (1)핵심 내용과 비핵심 내용의 구분, (2)내용의 요약, (3)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4)
총체적 개괄 등을 가르치게끔 되어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전 학생들은 이들 기법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델의 관찰을 통하여 이들 기법들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찰했다.
또한 학생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문제, 세포조직의 기능과 구조, 달의 특징에 관한 짧은
강의를 받고 이 4가지 훈련체제의 사용을 연습했으며 각 수업에 이어 학생들이 기록한 노
트는 실험자들에 의해 작성된 모델 노트와 비교하여 학생들이 직면했던 문제점에 대해 토
의하였다. 훈련 후, Carrier와 Titus는 두뇌 진화에 관한 20분 짜리 강의를 들려준 다음 노트
필기 시스템 훈련을 받은 집단과 단지 일상적인 방법으로 노트 필기를 지시받은 학생간에
정보 회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검사 점수 분석의 결과, 선다형 검사 점수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월등히 앞선 성취도를 보였다.
Mcleish(1976)는 특히 노트필기 기법의 한 실험을 통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 정리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질집단을 구성하여 한 집단에는 강의
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노트해 나가도록 지시를 하였고 다른 한 집단에는 일
체 필기도구를 가지지 않고 단지 듣는 것으로 강의에 참가하도록 했다. 강의가 끝날 때 즈
음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회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지 듣기만 한 집단에서는 약 5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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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회상을 보였으나 노트해 가면서 강의를 들은 집단에서는 약 85%정도의 높은 회상률
을 보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트기록이 정보를 재조직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
억하고 회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Ladas(1980)와
Kiewra(1985) 등도 수업시간에 청강하고 필기하는 것에 관한 노트필기를 병행하는 것이 학
업성취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과제 해결 기술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관계되는 학습기술은 크게 읽기 기능에 관한 학습기술과
쓰기과제에 대한 학습기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읽기과제에 대한 학습기술은 주로 밑
줄 긋기, 자신의 말로 의역해 보기, 읽은 내용을 간단한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내 보기, 핵
심내용을 여백이나 공책에 표시해 두기, 증간중간 이해의 정도를 확인해 보기, 예상질문 만
들어 보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기술은 과제를 어떻게 쓸것인가 계획
하기, 독창적 아이디어 생각하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및 정리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제해결 기술의 하위요소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읽기 과제 학습 : 이것은 읽기 교재와 관련하여 그 교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개괄적인 이
해를 돕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그 하위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숙독을 위한 시간 배당하기
‧ 읽기 교재 구조의 분석
‧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판별하기
2) 밑줄긋고 노트에 정리하기 : 이것은 읽기 과제를 읽으면서 내용을 보다 조직화, 체계화해
나가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중요한 부분에 밑줄긋기
‧ 자기말로 노트하기
‧ 내용을 개괄해보거나 도표로 나타내 보기
‧ 단락을 요약해 보기
3) 이해 점검 기법 : 이것은 학습자가 읽기 교재를 읽어가는 중간 중간에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다시 찾아 읽어서 이해하도록 하는 점검
기술이다.
‧ 읽는 과정에 이해정도를 확인해 가기
‧ 교재내용에 대해 문제를 만들고 답해보기
‧ 알맞은 속도로 읽기
4) 읽기 전략 : 이것은 기존의 SQ3R 전략을 통해 읽기 과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 이 이외 여러
가지 읽기 전략들을 서로 가르쳐줌으로서 학습에 도움을 얻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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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3R 읽기 전략 사용하기
‧ 읽기에 도움되는 전략을 서로 가르쳐 주기
5) 쓰기 과제 해결 기법 : 이것은 주제를 정해 짓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관련된 기
술이다. 이 기술의 구체적 하위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 쓰기 주제를 명확히 하기
‧ 쓰기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 생각해 내기
‧ 정보를 수집하고 초안 작성하기
‧ 내용을 교정하고 정리하기

한편, 이러한 과제해결 학습기술과 관련하여 많은 현장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이들은 대
체로 일관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Mayer(1980)는 대학생들에게 컴
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소책자를 읽게 한 후 매 단원 마다 한 피험자 집단에 대해서는 그
단원이 다른 단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게 하였고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단지 소
책자만을 읽게 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 창의
적 문제해결 검사에서 보다 나은 성취율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경숙 등(1990)은 읽기 과제에서 먼저 생각하기, 생각하면서 글읽기, 질문만들기, 밑줄
긋기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을 훈련시킨 결과 통제집단보다 이해도에 있어 초등
학생 집단, 중학생 집단 모두 의의있는 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all,
Conrad와 Harris(1987)는 읽기 과제에 관한 위에 제시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훈련
을 받은 집단과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배운 집단간에 사험을 통한 성취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읽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집단이 월등히 높은 성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이 제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하여 정보를 보다 정교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onahan(1984)은 12학년 8개 학급을 두 개의 동질집단
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쓰기과제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과 전략들을 가르치고 다른 한 집
단에는 과제에 대한 아무른 지시도 주의도 주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주제에 따른 쓰
기 과제를 내어준 다음 쓴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훈련집단의 학생들은 그
내용이 독창적이고 핵심이 분명하며 초고로 시작해서 다듬고 내용을 교정하는데 주의를
쏟은 증거가 뚜렷한 반면 통제집단의 학생들은 대부분 글씨체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쓴 내
용의 핵심이 불분명하고 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옥(1991)은 읽기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요점을 정확히 그리고 빨리 파악하는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읽기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개관하기, 요점찾기, 단서적기, 조직
화하기, 암송하기, 복습하기 등의 6단계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체로 Gall과 그의 동
료들(1990)이 말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개관하기(survey)는 본 내
용을 읽어보기 전에 1-2분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씌어져 있는지를 미리 훑어보면서 질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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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요점찾기(explore)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밑줄을 긋거나
다른 여러 가지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단서적기(cue)는 교과서의 여백에 요점을
기억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을 간략하게 써넣은 것을 말한다. 넷째, 조직하기(organize)는 단
서적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점을 서로 관련짓고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암송하기
(ricite)는 표시해 놓은 요점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복습하기(review)는 조직하기와
요점찾기한 내용을 보고 외우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4. 시험처치 기술
단지 수업이 끝난 것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성취점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많은 학
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취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
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의 시험을 효율적으로 치르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감
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술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Gall & et al., 1990)
이러한 시험처치 기술은 시험준비 기법과 시험보기 기법 그리고 시험불안 대처 기법으
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시험준비 기법에는 먼저 교과서와 노트 복습하기, 기억법
이용하기, 그룹 스타디를 통한 정보교환, 시험공부 내용 점검하기, 예상문제 유형짚어보기
등이 있고 시험보기 기법으로는 시험장소에 가급적 먼저 도착하기,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
기, 시험문제의 질문내용 숙지하기, 시험시간 다 채우고 나오기 등이 있다. 그리고 시험불
안 대처 기법으로서는 시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든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말고 표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교과 내용 속의 지
식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지식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
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처치 기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하
위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험내용 복습 기법 : 이것은 시험칠 내용을 검토하고 익혀 시험을 보다 실제적으로 준비하
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시험범위내 읽기 과제 검토하기
‧ 수업시간이나 스스로 정리한 노트의 복습
‧ 자기 테스트 해보기
‧ 기억기법의 이용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의 이용
‧ 시험준비 정도를 스스로 검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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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간의 관리 : 이것은 시험 기간 혹은 시험 시간 동안의 시간관리를 조직적으로 하여 보
다 능률적인 성취효과가 날수 있도록 돕는 학습기술을 말한다.
‧ 시험 날짜의 기록
‧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의 계획
‧ 벼락치기 공부 피하기
‧ 시험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기
‧ 시험시간 끝까지 다 채우기
3) 시험요령에 관한 기술 : 이것은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시간을
잘관리하며 시험유형에 익숙해 지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선정
‧ 시험문제의 유형 짚어보기
‧ 치르지는 시험의 비중(중요성) 인식하기
‧ 시험에 필요한 물건 챙겨놓기
‧ 좋은 자리에 앉기
‧ 시험 지시문 주의깊게 읽기
‧ 쉬운문제부터 풀어나가기
‧ 적절한 해답 기법 찾기
4) 심리적 대처기술 : 이것은 직접적인 시험 시간에 있어서 자칫 긴장함으로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험불안을 극복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이완기법의 사용
‧ 시험에 대한 긍정적 사고 갖기
‧ 시험 불안감 표출해 내기
‧ 시험내용을 충분히 학습해 두기

Gall과 그의 동료들(1990)은 성적이 우수한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들 사이에 위에 제시
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사용정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들이 보다 체
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험치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했다. 이와 비슷하게 Sherman(1984) 도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치기 전략을
약 5주 가량 훈련시킨 결과 이들이 시험을 볼 때 불안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시험성적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지적했다.
시험불안 감소와 관련하여 Collins, Dansereau, Gerland, Holley와 McDonald(1981)는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긴장완화(relaxation) 훈련의 정신집중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실험집단을
자기주도적 긴장완화(self-initiated relaxation) 훈련 집단, 긍정적 자기대화를 하는 자기 교수
(self-coauching) 훈련 집단,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훈련시킨 집단으로 나누고 지리 교과에
나오는 3000 단어로 학습자료를 만들어 실험에 사용했다. 실험 결과, 두 가지를 동시에 훈
련 시킨 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학업성취에 있어서 의의있는 훈련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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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 완화 훈련이 효과적 학업수행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그 결과 학업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5. 정보처리 기술
정보처리 기술은 학습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제시된 정보를 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 관련되는 기술을 의미한다(박한숙, 1993). 이러한 정보처리 기술에는 정보의 습득과 저
장에 관련되는 기능과 저장된 정보를 회상하고 사용하는데 관여하는 기능,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상
태를 조정해 주고 유지해 주는데 관련되는 주의집중 및 자기점검, 자기 진단 기능 등이 여
기에 포함될 수 있다. Weinstein과 Mayer(1986)는 정보처리와 관련된 이러한 기능들을 시연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화 전략, 이해․점검 전략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
체로 학습자들이 학습도중에 자신의 부호화(encoding)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새로
운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파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
라고 볼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처리 학습기술 가운데 시연전략이란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학습방법으로서
학습하는 동안 제시된 항목을 학습자가 암송하거나 소리내어 명칭들을 반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들면, 비타민 B군의 음식 이름을 소리내어 되풀이 하여 읽거나 태양에서 부터
시작하여 혹성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연극에서 소개되는 인물의 순서를 암송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학습과제가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내용을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거나, 자료
를 베끼거나, 제시된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는 활동 등이 시연전략에 포함된다.
그리고 정교화 전략이라는 것은 외국어 어휘 학습을 할 경우 짝연합 학습(paired associate
learning), 문자의 자모음 암송과 같은 연속 목록 학습, 그리고 어떤 대상의 명칭을 학습하
는 것과 같은 자유연상 목록 학습 등에 사용되는데 심적 상(mental image)을 만들거나 두
세 단어를 관련지어 문장을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산문과제에 있어서 의역하기, 요
약하기, 유사성 찾기, 문답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학습자의 인지과정에서 제시된
정보와 기존 정보간의 통합 즉, 기존 지식을 장기기억으로 부터 작동기억으로 전이 시켜
새로운 정보와 통합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구체적 하위요소들
을 세분화시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조직 : 이것은 제시된 정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조직화시켜 정보처리가 용이하도
록 돕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관련있는 정보끼리 묶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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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구조 파악하기
‧ 시각적으로 영상화해 보기
2) 의미 부여 : 이것은 기술적 읽기 자료들을 체계화시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여 인지구
조 속에 정착화시키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내 보기
‧ 자기 자신의 말로 재진술해 보기
3) 기억기법의 이용 : 이것은 정보의 관련성이 적거나 처리해야될 정보의 양이 많을 때 보다 기
억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두문자어 만들어 보기
‧ 문장이나 구 만들기
‧ 노래를 활용하여 외울문장 만들기
‧ 리듬을 활용하여 만들기
4) 적용하기 : 이것은 학습한 정보들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반복
시연을 해본다든지 재연을 해보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 충분히 학습하기
‧ 반복 시연하기
‧ 재연하기

Weinstein(1988)은 이러한 정보화 학습기술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교화 전략을 학
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의 사용이 이해력과 학업성취의 개선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그는 9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정교화,
심상적 정교화, 유사성 찾기, 시사점 찾기, 관련 짓기, 의역하기 등의 다양한 정교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시간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학습과제(짝연합 과
제, 자유회상 과제, 읽고 이해하는 과제 등)에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가르
쳤다. 실험 결과 각 경우에 있어서 공히 훈련집단의 성취도 평균이 통제집단 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자의 정보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기능의 하나로서 이해수준 점검 전략
을 들수 있다. 이해수준 점검 전략은 자기 통제(self-control), 자기 관리(self-management)의
한 과정으로 학습자가 읽고 있는 글에 대해 이해가 원만히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거나
글 속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속에 보유하고 있는가를 점
검하는 전략이다. 이해수준 점검 전략은 가장 대표적인 초인지 전략의 하나로서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 지를 점검하며 필
요하다면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바꾸기도 한다(McCombs, 1988).
학습자자가 자신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새로운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 강의 노트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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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모두 한 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 점검방법은 다단계 과정(multistage)을 거친다. 그 과정을
살펴 보면 첫째, 목표 행동의 인지나 구별이다. 목표 행동은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의하여 통제된다. 둘째, 목표 행동의 체계적인 자기 기록이다. 자기 기록은 일정한 장
소 혹은 시간에 목표 행동이 발생한 빈도수를 스스로 기록한다. 세째,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이때 행동은 어떠한 준거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그 준거는 교사, 부모,
학교와 같은 기관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일 수도 있다
(Mahoney & Arnkoff, 1978).
Morgan(1986)은 자기 점검법을 학습에 응용한 두가지 실험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
었다. 즉 중간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가 세워서 학습하는 것이 지엽적 이거나 또는 전
혀 목표없이 학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중간 목표를 설정한
효과는 학습에 소모시키는 시간의 양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학습에 투입하는 노력
과 시간을 잘 조절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실험에서
자기점검, 중간 목표 설정, 자기 점검과 중간 목표 설정을 결합한 세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을 비교 실험한 결과, 실험집단의 성취수준이 통제집단 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험집단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Ⅳ. 결 론
지금 까지 학습기술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학습기술의 발전과정과 최근에 주로 논의되
고 있는 학습기술의 요소와 범주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학습기술은 1930년대 학습습
관, 공부방법 등에서 비롯되어 현재는 그 범주가 보다 광범위하게 넓어져서 학습자의 정
보 처리 방법, 인지전략, 메타인지 등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습기술을 ‘학교
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아이디어들을 획득, 기록, 종합, 회상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혹은 능력들(Devine, 1981)로 정의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동향에서 찾아 볼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기술들을 학교 현장이나 수업에 적용하여 교수함으로서 학습자의 학업성취 개
선과 연결시켜 보려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학습기술
의 여러 범주들을 학습자들에게 직접 훈련 시키고 학업성취나 회상, 전이 등의 효과를 측
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된 학습기술의 학습에 대한 효율성
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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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기능은 1950년대 학습자를 단지 수동적 존재로 보고 외적 조건만 조작하고
형성함으로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려고 한 행동주의적 접근과는 다르다. 행동주의
에서는 학습을 제시된 자극과 관찰할수 있는 결과 관계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이러한 자
극의 일환으로서 학습환경 조성이라든지, 시간관리, 학습자료의 구비, 학습계획표의 관리
등에 주로 치중하였으나 최근 학습기술 연구의 흐름은 학습자의 이러한 외적, 환경적 조
건 뿐만 아니라 ‘학교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법’들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인지주의 심리적 경향에서 주로 논의 되고 있는 학
습전략, 탐구전략, 초인지 등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
습자의 정보처리 과정이나 기억, 회상을 돕는데 이용되는 전반적인 전략까지도 포함하여
학습기술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학습기술'은 1980년대 이후 부터
미국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기술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학습기술이란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수 있
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학습기법이란 학습기술의 하위개념으로서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절
차나 과정, 방법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학습기술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에 속한다. 많은 연구들이 학습기
술이 학업성취 개선이나 학습자 개인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에도 아직 표
준화된 측정도구나 훈련도구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기반 아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학습기술 측정도구라든지 훈련도구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습기술은 전체적으로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수 있다. 그것은
학습자 자신의 학습자료 및 공간을 조직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심리적 상태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조절기술, 학습자가 수업에 참가하여 주의깊게 경청하고 노트하는 것과
관련된 수업청강 기술, 그리고 읽기과제와 쓰기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해결 기
술, 직접적인 시험에 대비하고 시험불안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시험관리 기술,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처리 기술 등이다. 이러한 학습기술
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학습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학습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
할수 있는 도구와 부족한 학습기술을을 파악하여 수업시간 혹은 방과후 시간에 집중적으
로 훈련시킬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대는 첨단 정보화 사회로 해마다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고 또 기존
정보의 수명도 짧아져서 학습자가 지닌 그 지식이나 정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정
보로 대치되지 않으면 안되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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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양의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모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
식이나 정보는 학습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미 배운 상당량의 정보는 쓸
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일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학습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나 정보를 가지고서만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공
부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곧 학습자 개인에게
학습기술을 훈련시킬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학습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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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eoretical Study on Factors of Student's Learning Skills

Yung-Kye Byun and Han-Sook Par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definition of learning skills and to investgate
concrete constitutive factors of learning skills. To achieve this purpose effectively, learning skills
were defined as the effective use of appropriate techniques for completing a leaning task. In
other words, learning skills are those competences associated with acquiring, recording,
organizing, synthesizing, remembering, and using information and ideas found in school.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actors of constitution in learning skills were explored as
Self-Management Skills, Listening and Participating Skills in Class, Doing Reading Assignments
and Writing a School Paper Skills, Taking Test Skill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In conclusion, the lower-factors of each learning skill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Self-Management Skills; organizing materials and space, managing time, managing
stress(mental alertness, anxiety control, physical fitness, positive self-concept), getting helps etc..
Second, Listening and Participating Skills; class participating skills(maintaing regular class
attendance, reading assignments before class, staying alert in class, etc.), note-taking skills(using
teacher cues, using definitions and examples, taking paraphrase notes, writing legible notes, etc.).
Third, Doing Reading Assignment and Writing a School Paper Skills; prereading study skills,
note taking and underlining, comprehension monitoring and enhancing, reading strategies,
specifying the paper topic, generating ideas, drafting the paper, revising the paper and so forth.
Fourth, Taking Test Skills; content review skills, time management skills, testwiseness skills,
psychological coping skills(using relaxation techniques, using positive thinking, etc.).
Fifth, Informantion-Processing Skills; rehearsal skills, using elaboration, organization strategies,
using comprehension monitoring, motivational srategies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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