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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t variables related to the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in an effor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geared toward enhanc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837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for 

the data from 34 students that were incomplete or included unfaithful answers. The female students 

got a mean of 27.23 in learning strategy awareness, and the male students got a mean of 26.52. 

The female students scored higher than the male students,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4.676, p<.01). Learning strategy aware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motivation 

(r=.354, p<.01), learning process management (r=.345, p<.01) and the use and management of 

learning resources (r=.329, p<.01). As a result of analyzing what impact learning strategies had on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the regression model turned out significant (F=25.875, P<.001), and the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of it that indicated explainability was 17 percent. The factor 

that exercised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learning strategy awareness of the college students was 

learning motivation (.197), followed by learning process management (.164) and the use and 

management of learning resources (.139).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boost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it's 

required to develop the kind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aim at raising awareness of learning outcome 

evaluation and learning activity sustain ability, which respectively belong to the cognitive domain and 

the behavior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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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생들의 전문적

인 지식과 역량을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대학교육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개

발하여 대학교육에 적용하고자 매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

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고 정부가 요

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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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학습만족도를 향상시켜 대학

생들의 전문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의 성취

동기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1][2],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으로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있다.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으

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

력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

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이다. Knowles[3] 학습과정

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대한 물적. 

인적자원으로 확보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평가

하는 활동이라고 제시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의 통합성으로 배

와 이[4]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인지적 영역으로 학습과정 

관리와 학습결과 평가를 구성하였으며, 정의적 영역을 학습동

기, 자아개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행동적 영역으로 학습활

동의 지속성과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 능력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장과 홍[5]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

며 책임과 과업을 달성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양과 문[6]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

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강할수록 조직에 대한 열

정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

와 정[7]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

력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

무 능력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백[8]은 자기주

도학습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문제해결능

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도 무엇보다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박과 이[9]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조직화코칭 프로

세스와 역할 내 직무수행 및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1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

도 학습능력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바,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인식과 자기주도학

습 능력을 규명 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능동적인 학습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대학의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2016년 2월 27일부터 2016년 3월 20일까지 본 취지에 동

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 후 회

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4부

를 제외한 총 83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습전략 인식(학습

법특강, 레포트 작성전략, 학습법지원 자료제공, 스터디그룹지

원, 시간관리전략, 노트필기전략, 글쓰기전략)으로 총 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자기주도학습 능력  

본 연구에서의 측정 도구는 배와 이[4]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인지적 영역의 특성으로 학습과정관

리 3문항, 학습결과 평가 3문항과 정의적 영역의 특성으로 학

습동기 3문항, 자아개념 3문항, 행동적 영역으로 학습활동의 

지속성 3문항, 학습자원 이용관리 3문항, 학습 환경 조성 3문

항으로, 7개요인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

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으로  처리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

력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1이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istics 21.0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

전략 인식의 차이는 t-test(검증)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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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학습전략 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계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습전략 인식이 자기주도학

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수준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습과

정 관리에서는 여자 평균 3.50점, 남자 평균 3.40으로 여자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

습결과 평가에서는 남자 평균 3.43점, 여자 평균 3.38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동기에서는 남자 평균 3.69점, 여자 평균 3.72

점으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에서는 남

자 평균 3.51점, 여자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활동

의 지속성에서는 남자 평균 3.33점, 여자 평균 3.30점으로 남

자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학습자원 이용관리에서는 여자 평균 3.65점, 남자 평균 

3.51점으로 여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848, 

p<.05). 학습환경 조성에서는 여자 평균 3.71점 남자 평균 3.52

점으로 여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262, p<.01)<Table 1>. 

<Table 1> Test of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according to gender (N=836)

Variables

Male

(n=202)

Female

(n=634) t p

Mean±SD Mean±SD

Learning process management 3.40±0.72 3.50±0.59 -1.731 0.084

Learning outcome evaluation 3.43±0.66 3.38±0.62 .922 0.357

Learning motivation 3.69±0.65 3.72±0.61 -.636 0.525

Self-concept 3.51±0.61 3.57±0.59 -1.157 0.248

Learning activity sustainability 3.33±0.67 3.30±0.61 .602 0.548

Use and management of learning resources 3.51±0.65 3.65±0.58 -2.848 0.005*

Learning environments creating 3.52±0.73 3.71±0.66 -3.262 0.001**

* p<.05, ** p<.01

2. 성별에 따른 학습전략 인식의 수준

학습전략 인식에 대한 전체 수준은 여자 평균 27.23점 남자 

평균 26.52점으로 여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676, p<.01). 학습법 특강은 남자 평균 3.68점, 여자 

평균 3.80으로 여자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레포트 작성전략(t=-5.531, p<.001), 학습법자료제공

(t=-4.666, p<.001)과 스터디 그룹지원 (t=-4.206, p<.001), 노트

필기전략(t=-3.179, p<.05), 글쓰기전략(t=-3.920, p<.01)은 여자

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시간관리전략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2>.

3. 학습전략 인식과 자기주도학습 능력간의 관련성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부요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피어슨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학습과정관리는 학습

활동의 지속성(ｒ=.540, p<.01), 학습자원 이용관리(ｒ=.532, 

p<.01)와 학습동기(ｒ=.505, p<.01)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학습결과 평가는 학습활동의 지속성(ｒ=.488, p<.01), 학습

자원 이용관리(ｒ=.462, p<.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습동기는 자아개념(ｒ=.525, p<.01), 학습활

동의 지속성(ｒ=.507, p<.01)과 학습자원 이용관리(ｒ=.487, 

p<.01)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학습활동의 지

속성(ｒ=.547, p<.01)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습활동

의 지속성은 학습자원 이용관리(ｒ=.533, p<.01)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전략 인식은 학습동기(ｒ=.354, p<.01), 학습과

정관리(ｒ=.345, p<.01)와 학습자원 이용관리(ｒ=.329, p<.01)간

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4 No. 2  July 2016

111

<Table 2> The Level of Learning Strategy Awareness by Gender (N=836)

Variables

Male

(n=202)

Female

(n=634) t p

Mean±SD Mean±SD

Special lecture on learning methods 3.68±0.84 3.80±0.78 -1.879 0.061

Paper-writing strategy 3.59±0.86 3.97±0.84 -5.531 0.000***

Providing materials on learning methods 3.89±0.79 4.17±0.71 -4.666 0.000***

Assistance for study groups 3.54±0.81 3.81±0.77 -4.206 0.000***

Time-management strategy 3.75±0.81 3.84±0.78 -1.356 0.175

Note-taking strategy 3.63±0.83 3.84±0.81 -3.179 0.002*

Writing strategy 3.54±0.85 3.80±0.81 -3.920 0.001**

Learning Strategy Awareness 25.62±4.50 27.23±4.17 -4.676 0.001**

* p<.05, ** p<.01, ***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rategy Aware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Variables (1) (2) (3) (4) (5) (6) (7) (8)

(1) Learning process management 1

(2) Learning outcome evaluation .499** 1

(3) Learning motivation .505** .425** 1

(4) Self-concept .495** .404** .525** 1

(5) Learning activity sustainability .540** .488** .507** .547** 1

(6) Use and management of learning resources .532** .462** .487** .463** .533** 1

(7) Learning environments creating .474** .346** .388** .394** .428** .464** 1

(8) Learning Strategy Awareness .345** .222** .354** .269** .247** .329** .261** 1

 * p<.05, ** p<.01

4. 학습전략 인식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

정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5.875,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

는 17%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습전략 인식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동기(.19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습과정관리(.164), 학습자원 이용관리(.139)로 나타났다. 특

히 학습동기, 학습과정관리와 학습자원 이용관리는 긍정적으

로, 학습결과평가와 학습활동의 지속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Influence of Learning Strategy Awareness o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N=836)

Variables B S.E β t Adj R2 F

constant 13.646 1.058 12.892

.17 28.875***　

Learning process management 1.131 .299 .164 3.781

Learning outcome evaluation -.109 .264 -.016 -.411

Learning motivation 1.361 .284 .197 4.798

Self-concept .224 .298 .031 .751

Learning activity sustainability -.336 .298 -.049 -1.126

Use and management of learning resources .993 .299 .139 3.322

Learning environments creating .355 .239 .056 1.48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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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인식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학습전략은 

학습법특강, 레포트 작성전략, 학습법지원 자료제공, 스터디그

룹지원, 시간관리전략, 노트필기전략, 글쓰기전략으로 구성한

다[12].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 요인은 학습과정관리와 학

습결과 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

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으로 분류하여 성별에 따른 학습

전략 인지 차이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소를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학습동기에서 평균 3.69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활동의 지속성에서 평균 

3.3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는 학습동기에서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활동의 지속성에서 3.30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

펴보면, 학습과정 관리, 학습결과 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습자원 이용관리(t=-2.848, p<.05), 학습환경 

조성(t=-3.262, p<.01)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

라서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

은 것으로 조사된 바, 남자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김[10]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평균 3.49점, 남자는 3.62점으로 남자가 자

기주도 학습에 대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약간의 차

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학습전략 인식의 수준의 차이는 여

자 평균 27.23점 남자가 평균 26.52점으로 여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676, p<.01). 학습전

략 인식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부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보

면, 학습과정관리는 학습활동의 지속성(ｒ=.540, p<.01)에서 가

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학습결과 평가는 학습활동의 지속

성(ｒ=.488, p<.01)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자아개념(ｒ=.525, p<.01)과, 자아개념은 학습활동의 지속성(ｒ

=.547, p<.01)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전략 인식

은 인식은 학습동기(ｒ=.354, p<.01) 학습과정관리(ｒ=.345, 

p<.01), 학습자원 이용관리(ｒ=.329, p<.01)간에는 정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이는 장과 홍[5]의 연구에서도 학습과정 관리

는 학습활동의 지속성(ｒ=.410,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났으며, 학습결과 평가는 학습활동의 지속성(ｒ=.350, p<.01)

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자아개념(ｒ=.580, 

p<.01)과, 자아개념은 학습활동의 지속성(ｒ=.440, p<.01)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

요인 간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바, 본 연구 결

과와 유사하였다[6]. 그러므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

습전략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5.875,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

는 17%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습전략 인식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동기(.19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습과정관리(.164), 학습자원 이용관리(.139)로 나타났다. 특

히 학습동기, 학습과정관리, 학습자원 이용관리는 긍정적으로, 

학습결과평가와 학습활동의 지속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전략 인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동기, 학습과정관리, 학습자원 이용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13]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학

습 능력이 개인의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 

한 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시사점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

들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함양시키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실천방법을 알 수 

있는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7].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지역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전체를 

대변 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측정도구의 특성상 주관적 응답

에 바이어스가 일부 개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전략 인지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조사하였다는 점에 의

의를 둘 수 있다.

Ⅴ. 결론 

일 대학의 대학생 836명을 대상으로 학습전략 인식과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학습자원 이용관

리(t=-2.848, p<.05), 학습환경 조성(t=-3.449, p<.05)과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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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t=-4.676, p<.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학습과정 관리는 학습활동의 지속성 요인의 상관계

수가 ｒ=.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ｒ=.346∼ｒ

=.540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p<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학습전략 인식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F=25.875, p<.001), 대학생의 학습전략 인식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19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

습과정관리(.164)와 학습자원 이용관리(.139)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동기, 학습과정관리와 학습자원 이용관리는 긍정적으로, 

학습결과평가와 학습활동의 지속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동적 영역인 학습자원 이용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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