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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코로나의확산은전세계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도지

대한영향을미쳤다. 특히, 교수자와학습자가믈리적공간에서

만나면대면으로교수학습이진행되는것이당연시여기던교육

분야의영향은더욱크게느껴졌다. 이와관련하여교육분야에서

도지금까지경험하지못했던비대면수업이등장하면서온라인

원격수업으로 강제적으로전환되기도하였다. 대학교육도이러

한비대면수업을피할수없었으며, 비대면수업에대한준비가

되지 않았던 운영진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였고,

교수자는물론대학생들도비대면수업을위한교수법과학습전

략에 대한 노력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자들의 비대면 수업의 교육

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한요인중의하나가자기주도학습역량

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비대면수업과같은온라인학습환경에서학습의성공을위한

핵심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주도학습역량이다[2].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교육의 효과성에 있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주요

요인이학습능력격차의심화라보고하고있는데[5], 이는아마

도비대면수업이원격교육상황과같이독립적으로혼자해야

하는 학습환경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에서비대면수업으로진행하는대학생들

이자기주도학습역량은과연어느정도이며, 자기주도학습역량

은학습자들의학습효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자

기주도학습역량이코로나이후어떻게변화가되었는지를살펴

볼필요성이제기된다. 이와같은결과를확인할수있다면, 코

로나 19 이후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도언제든지시행될수있

는비대면수업에대한대학생들의자기주도학습역량향상전략

과비대면수업을보다전략적으로운영할수있는교수전략에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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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연구의목적은비대면수업환경에서대학생들의자기주도학습역량이학습효과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코로나이
후 2020년과 2021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코로나 19 이후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도언제든지시행될수있는비대면수업에대한대학생들의자기주도학습역량
향상전략과비대면수업을보다전략적으로운영할수있는교수전략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
다. 2020년과 2021년 수집된 자료분석 결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전체 평균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변화의 차이가
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세부요인별로학습동기와메타인지는 2020년보다 2021년이더높아졌으나학습관리는 2020년
보다 2021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술은 연도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효과성 인식에 있어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비대면수업환경에서대학생의자기주도학습역
량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학습동기,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2020년에는학습동기와메타인지만영향을미친반면, 2021년에는학습동기, 메타인지, 그리고학습관
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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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이연구에서는비대면수업환경에서대학생들의자기주

도학습역량이학습효과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코로나이후

2020년과 2021년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시계열적변화를살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이연구에 2020년과 2021학년도의비대면온라인수업에참

여한 A대학교의 재학 중인 대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연구에참여자들의평균연령은 23.12(SD= 3.91), 성별은

남학생 220명(63.4%), 여학생 127명(36.5%)이였고, 학년별로

1학년 114명(32.8%), 2학년 73명(21.0%), 3학년 87명(25.0%),

4학년 74명(21.3%)이었다.

2.2 연구도구  
이연구는 2020년 6월과 2021년 7월에 2년간 2회에걸쳐A대

학교에서 ‘비대면온라인수업개선을위한설문조사’를통해이

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자기주도학습역량과 학습효과성 인식으

로 구성되었다.

자기주도학습역량은박락영과최지완 (2008)[], 성은모와최효

선(2016)[] 등의연구에서활용된문항중비대면수업환경에서

의특성에부합하는문항 11문항을활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영

역의 문항은학습동기 2문항, 메타인지 2문항, 학습기술 4문항,

그리고학습관리 3문항으로구성되었다. 해당문항은리커르트

4점척도로개발되었으며, 문항의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920으로 나타나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학습효과성은최경애(2008) 연구에서활용된문항중비대면수

업환경에서의학습효과성에부합하는문항 3문항을활용하였다.

해당문항은리커르트 4점척도로개발되었으며, 문항의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901로 나타나문항신뢰도가확보되었다.

2.3 자료 분석 절차

이 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

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020년과

2021년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의 자기주도학습역량과 학습성과 인

식의 변화를 t-검증으로 살펴보았고, 그 영향 관계의

변화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PSS 27.0을활

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자기주도학습역량및학습성과인식에대

한 2020년과 2021년 차이 분석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 및 학습

성과 인식에 있어 2020년과 2021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 및 학습성과 인식에 대한 
2020년과 2021년 차이분석

[표 1]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전체 평균은

3.12(SD=.63)이었고, 2020년 평균은 3.11(SD=.64)이고 2021년

평균은 3.14(SD=.62)로 나타났다. 이들의차이를분석한결과

t=-.41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역량의세부요인별차이를보면다양한

결과가나타났다. 학습동기 t=-3.357, 메타인지 t=-3.808, 학습

관리 t=3.334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기술(t=.134)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전체적 측면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요인별로 보면, 학습동기와 메

타인지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높아졌으나 학습관리는

2020년보다 2021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술은

연도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효과성 인식 전체 평균은 3.02(SD=.75)이었고,

2020년 평균은 2.93(SD=.75)이고 2021년 평균은 3.09(SD=.65)

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2.414, p<.05 수

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즉, 학습효과성인식에있

어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분석: 2020년과 2021년

구분 연도 N M SD t

자기주도학습 전체 348 3.12 0.63
-.4152020 141 3.11 0.64

2021 207 3.14 0.62

학습동기 전체 348 2.82 0.89
-3.357**2020 141 2.62 0.97

2021 207 2.95 0.81

메타인지 전체 348 2.93 0.82
-3.808**2020 141 2.72 0.91

2021 207 3.07 0.73

학습기술 전체 348 3.19 0.70
.1342020 141 3.19 0.74

2021 207 3.18 0.67

학습관리 전체 348 3.34 0.71
3.334**2020 141 3.50 0.66

2021 207 3.24 0.72
학습효과성 
인식

전체 348 3.02 0.70
-2.141*2020 141 2.93 0.75

2021 207 3.09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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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2020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

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표 4]와 같다.

구분
학습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학습 
동기 .548 .696

18.008
**

.301 .382
7.587

**
.270 .343

6.948
**

.273 .346
7.061

**
메타 
인지 .374 .438

8.702
**

.305 .358
6.946

**
.295 .346

6.748
**

학습 
기술 .198 .198

4.820
**

.092 .092 1.584

학습 
관리 .139 .141

2.561
**

R2

(adj. R2)
.484(.482) .577(.574) .603(.600) .611(.606)

R2

Change
.484 .093 .027 .007

F 324.303** 235.034** 174.530** 134.651**

[표 2] 2020&2021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20년 학습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학습 
동기 .488 .636

9.728*
*

.307 .400
4.959

**
.255 .332

4.057
**

.251 .328
3.987

**
메타 
인지 .301 .365

4.528
**

.256 .310
3.840

**
.252 .305

3.752
**

학습 
기술 .206 .206

2.898
**

.157 .156 1.613

학습 
관리 .080 .071 .755

R2

(adj. R2)
.405(.401) .482(.475) .512(.501) .514(.500)

R2

Change
.405 .077 .030 .002

F 94.639** 64.207** 47.899** 35.954**

[표 3] 2020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21년 학습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학습 
동기 .612 .742

15.840
**

.277 .335
5.357

**
.275 .333

5.441
**

.282 .342
5.662

**
메타 
인지 .482 .532

8.488
**

.390 .429
6.228

**
.359 .396

5.731
**

학습 
기술 .162 .164

3.228
**

.024 .024 .332

학습 
관리 .174 .190

2.686
**

R2

(adj. R2)
.550(.548) .668(.664) .684(.679) .695(.689)

R2

Change
.550 .117 .016 .011

F 250.918** 204.954** 146.421** 114.982**

[표 4] 2021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표 1]에 의하면, 대학생의자기주도학습역량이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델(Model 4) F=134.651,

p<.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695, adj. R2=.68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세부요인에 있

어 학습동기(B=.273, β=.346, t=7.061, p<.01), 메타인지

(B=.295, β=.346, t=6.748, p<.01), 학습관리(B=.139, β=.141,

t=2.561, p<.01)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학습기술(B=.092, β=.092, t=1.584, p>.0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 관계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떻게 나타났

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결과 [표 3]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은 학

습동기(B=.251, β=.328, t=3.987, p<.01)와 메타인지(B=.252,

β=.305, t=3.752, p<.01) 요인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기술(B=.157, β=.156,

t=1.613, p>.05)과 학습관리(B=.080, β=.071, t=.755, p>.05)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결과 [표 4]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세부요인에 있어 학습동기(B=.282, β=.342, t=5.662, p<.01),

메타인지(B=.359, β=.396, t=5.731, p<.01), 학습관리(B=.174,

β=.190, t=2.686, p<.01)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기술(B=.024, β=.024, t=.332,

p>.0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020년과 2021년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기주

도학습역량의전체평균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변화의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요인별로 학습동기와 메

타인지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높아졌으나 학습관리는

2020년보다 2021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술은

연도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습효과성인식에있

어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비대면수업환경에서대학생의자기

주도학습역량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학습동기,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

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학습동기와 메타인지만 영향을 미친 반면, 2021년에는

학습동기,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관리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과 학

습효과성은 시대적 변화의 대응과 적응에 따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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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역량

의 경우, 전체적인 특성에서는 변화가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변화된 요

인과 부정적으로 변화된 요인,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요인이 나타난 종합적인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학습

동기와 메타인지는 2020년보다 2021년 보다 높아졌는

데, 이는 비대면 수업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

와 적응력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비대면 수업환경이

자기주도학습에 주는 영향, 예를 들면, 학습의 집중정

도와 학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찰이 한층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습관리는 오히려 2021년

이 202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비대면 수업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적응력은 높아졌는데, 언제어디서 학

습을 할 수 있다는 시공간의 편의성에 대한 익숙함이

학습관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

다. 한편, 학습기술은 공부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내

용인데 이 부분은 2020년과 2021년에 변함이 없었다.

아마도 이는 학습기술이라는 부분이 쉽게 변화될 수

없는 부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기술을 그대

로 활용하는 경우일 수 있다.

한편 학습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2020년보다 2021년

에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

년 준비가 되지 않은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시

행착오가 있었던 반면, 2021년에는 비대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시행착오를 통해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시스템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학습의 효과성을 학습자

들이 보다 높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2년여

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면대면 학습보다

더 편하다거나 비대면 수업을 통한 학습이 자기주도

적으로 자신의 학습속도와 패턴에 맞게 진행되어 효

과적이라는 의견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학

습효과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습동기와 메타인지는

학습효과성 인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학습기술

과 학습관리의 적용이 학습효과성 인식에 다르게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며,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학습기술의 경우 학습하는 방법과 전략

으로써 학습동기와 메타인지와 함께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관리 요인이

투입되는 순간 학습기술의 영향을 사라지고 학습동기,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관리 요인만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학습동기와 메타인지는 관

리라는 차원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닌 내재적 성격이

반면에 학습기술은 관리는 통제소제에 의해서 발현되

는 외재적 성격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기술이 학습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학습관리가 되지

않는 다면 학습기술만으로 학습효과성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학습기술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더욱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와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학습관리라는 통제소재

아래서 학습기술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성

이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

다. 한편, 학습기술이 아주 좋더라도 학습관리가 되지

않으면 학습기술은 학습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학습기술이 낮더라도 학습관

리를 통해 꾸준히 실행을 한다면 학습효과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

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습동기,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만 인식되었는데, 꾸준히 실천

하고 관리하는 학습관리의 중요성은 단순히 의지와

끈기로만 치부한 경향이 있어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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