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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온라인 영어 문

법 학습 활동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로 동일한 영어 문법 수

업을 수강한 103명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이를 구성

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수업과 수업 외 시간에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을 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

기주도학습 능력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8가지로 분류된 요인 중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 바람이 가장 높았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창의성과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은 낮았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문법 과업 활동을 하는데 차

이가 있었다. 자기주도성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푼 것은 물론 

풀지 못한 문제를 수업 외 시간에 풀었으며 풀어본 문제도 다시 반복해서 풀었다. 그

러나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학생 중에서도 수업 중에 풀지 못한 과제를 수업 외 시간

에 푼 학생은 풀어본 문제도 다시 풀었다. 자기주도성이 부족하다고 모두 스스로 학습

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

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주제어: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성, 온라인 학습 과업, 문법, 평생학습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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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의 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책

임을 지는 자기주도성(autonomy)이 중요한 교육 원리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rown 2007).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self-directed 

learning)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자기주도성

은 자율성 혹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벤슨은 자기주도성을 자기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Benson 2001). 자기주도적 학

습자는 자발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Gardner와 Miller 1997).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교실에서 학습할 때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스스로의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Brown 2007). 

캔디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Candy 1991). 테일러 역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는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어 평생학

습에 적합한 태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Taylor 1995). 그러므로 미래의 영어 

교육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비단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평생에 걸

쳐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Candy 1991). 특히 PC를 이

용한 사이버 학습과 다양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학습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학습 

할 수 있게 하므로 앞으로 평생교육은 더욱 일반화될 전망이다. 브라운은 현재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디지털 세대는 장차 평생교육 학습자로 성장한다고 전망하였다

(Brown 2002). 이와 같은 변화는 영어 교육 학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학 학

습용 인터넷 사이트와 앱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 이러닝(E-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많은 연구자들이 평생학습 성과의 핵

심요인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 능력(learning and study skill)을 꼽았다(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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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llis와 Sinclair 1989; Taylor 1995).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평생교육 관점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살펴본 연구가 비

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대부분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e.g. 김혜영과 김민진 2009; 김혜영과 김은화 2012)로 성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그런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는 자신의 필

요와 욕구에 의해 학교 밖 학습을 설계하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다(한지영 2008). 따라서 앞으로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 성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기주

도학습 능력이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한 방법인 온라인 학습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일한 영어 문법 수업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고 이들이 수업과 수업 외에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을 사용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온라인 학습 

활동의 양상을 파악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과업을 수행을 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향후 이들의 평생학습의 양상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현재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평생교육 학습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고 나아

가 우리나라 대학생 이상의 성인의 평생학습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이를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수업 시간에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을 한 정도에 차
이가 있는가?

2)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수업 외 시간에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을 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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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이다

(Gulielmino 1977).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타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

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등 학습의 주도권을 가진다(Long 1992). 

벤슨과 볼러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Benson과 Voller 1997). 캔디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교실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며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Candy 1991). 또한 테일

러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자신감을 가지

고 있으며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시간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Taylor 

1995). 학습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교실 밖에서도 스스로 학습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도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필요하다(Brown 2007; Ellis와 Sinclair 1989). 그런데 아시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살펴본 힐리, 존스와 라일리의 연구에서 아시아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교사 중심적이고 반복적인 타율 학습에 젖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성

이 낮은 편이라고 보고되었다(Healy 1999; Johns 1995; Riley 1988). 우리나라 학습자

들을 분석한 김혜영과 김금선(2010)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

육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브로켓과 히엠스트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문화적 특성보다는 오히려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Brokett과 Hiemstra 1991). 

최근의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성

공적으로 실현된 사례(e.g. Garner와 Miller 1997; Ming과 Sinclai 2009; Pemberton, 

Toogood와 Barfield 2009)도 있다. 스멘크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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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학습자가 속한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영향

을 고려하여야 해야 한다고 했다(Schmenk 2005). 따라서 우리나라 학습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

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준비성을 진단하여 판단한다

(Gulielmino 1977).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로 파악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의 학

습 태도와 성취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굴리엘미노는 델파이식 연구방법으로 

자기주도학습의 주체자인 학습자의 성향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urvey: SDLRS)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굴리엘미노

는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1)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2)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

로서의 자아개념, 3)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 4)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5) 

학습에 대한 사랑(학습을 평생의 유익한 과정으로 여김), 6)창의성, 7)기본 학습 기능

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8)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의 8가지로 나누고, 이

를 측정하는 5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굴

리엘미노의 설문지가 활용되는데, 영어 문항을 그대도 사용하기 보다는 한국어로 번

역하여 사용한다. 김지자, 김경성, 유귀옥과 유길한(1996)은 1991년에 우리말로 번역

되었던 초기 SDLRS-K를 한국인의 언어 및 문화적 정서를 반영하는 척도로 보완하여 

SDLRS-K-96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SDLRS의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제외한 7가

지 요인(독창적 접근, 탐구적특성, 자발적인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 지향성, 학습자적 신념)에 대한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일부 변

용되거나 수정되어 초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평생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연구한 한지영(2008)은 김지자 외(1996)가 개

발한 SDLRS-K-96을 사용하여 218명의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

비도 검사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고 개인 변인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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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한지영은 설문응답을 요인분석하여 7개의 주성분을 추출하

고 각 요인을 학습에 대한 사랑, 학습에 대한 개방성, 자아개념, 기본학습기능과 독립

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주도성과 미래지향성, 독창성과 탐구적 특성이라고 명명하

였다. 이것은 굴리엘미노(1977)의 요인과 기본 학습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김지자 외(1996)가 독창성과 탐구적 특성을 따로 분리하

였는데 하나로 묶고 학습에 대한 개방성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온라인 학습

오늘날의 학생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술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브라운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협상하고, 지식을 교환

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협동한다고 했다(Brown 2002).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은 각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유형, 학습 스타일, 편리한 시간을 스스로 조절해서 공부

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자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킨다

(Benson과 Voller 1997).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ALL: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Jones 2001). 자기주도학습은 교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하는 의식적 행동이다. 학생들이 교

사의 세부적인 지도 없이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하고(Toyoda 2001), 활동을 선택해서 

학습한 후 그 과정을 성찰하여 성취를 인지하고 새로운 필요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성이 신장된다(Kohonen 2001). 

기존의 우리나라 문법 수업은 전형적인 문법-번역식 수업을 고수하였다. 오늘날 의

사소통중심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영어 수업에서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서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은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Brown 2007).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은 교수요목에 있어서도 문법 구조를 포함할 수도 있고,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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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경우에는 문법 구조에 대한 연습도 허용한다. 한문섭과 황종배(2015)는 의

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가르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

게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초점 접근

법에 포함되는 과업중심 교수법과 내용중심 교수법에서 문법 구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되지만 내용의 전달 및 습득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처럼 오늘날의 문법 수업은 문법 원리를 장황하고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한 원리를 내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브라

운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활동은 오늘날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

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했다(Brown 2002). 학습자 스스로 활동의 종류와 레벨을 정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여 교실 수업 상황이나 교실 외 학습에도 쉽게 활

용될 수 있다(Jones 2001). 그러므로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은 평생교육 학습에 적합

한 활동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진행된 영어 문법 수업을 수강한 103명의 학

생들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다(1

학년: 33명, 2학년: 34명, 3학년: 22명, 4학년: 14명). 이 수업은 학교 수업 규정상 토

익 점수 750점 이하의 학생들만 수강 가능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토

익 점수는 545점이었다. 사전 조사에서 연구 참가자의 55%가 영문법을 배우기 위해

서 그리고 27%는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신청한 선택 과목

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한 반은 24명 이하로 

구성되어 다섯 분반에 속한 총 학생들의 수는 114명이었으나 설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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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을 제외한 총 103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연구 도구 

영어 문법 수업은 4명의 교수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5개의 분반에 속한 학생

들을 가르쳤다. 수업 내용은 4명의 교수가 3-4주씩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협의해서 진행하였다. 수업은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고 교재의 문제를 풀

고 해설하고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온라인 문법 과업(온라인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각 학생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온라인 퀴즈는 문법 학습을 위한 공개된 영어 사이트의 것을 활용하였는

데,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학습 사이트에 당일 학습한 내용과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2-3개의 온라인 과업 활동의 링크를 걸어 수업 시간에 풀게 하였다. 만약 수업 중 풀

어보지 못한 경우에는 수업 후 각자 풀게 하였다. 온라인 퀴즈의 종류는 주로 세 가지

로 객관식으로 제시된 보기 중에 답을 고르는 유형, 빈 칸에 답을 쓰는 유형과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유형이었다.  

수업은 총 15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3주 동안 매 주 50분씩 2번 

실시되었으며 각 차시마다 현재시제, 수동태, 형용사 등의 소주제별로 나누어 이론을 

설명하고 응용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측정하

기 위한 설문 조사는 기말고사 전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김지자 외

(1996)가 굴리엘미노의 SLDRS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게 수

정하고 번역한 SDLRS-K-96를 김혜영과 김민진(2009)이 한국 초등 영어 학습자를 검

사하기 위해 수정하고 보완한 한국어 버전 검사지인 SDLLR을 기초로 만들었다. 대학

생에 맞게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고 한 문항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항(e.g. 

나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무슨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을 좋아한다)은 분리하고 재조정하여 24가지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

다(부록1 참고). 그리고 설문지에 온라인 문법 과업에 대한 생각과 수업 중과 수업 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에미치는 영향  119  

간 외에 학습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객관식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두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특별히 신뢰도를 저해하는 개별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Cronbach's α계
수가 .818로 나와 설문 응답 결과가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모두 SPSS 18.0을 활용하여 유의수준을 p<.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로 살펴보았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측정한 문항의 요인을 추

출하기 위해 베리멕스(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문

법 학습에 대한 응답은 세 집단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증하

였고 빈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일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파악하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설문 응답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굴리엘미노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SDLRS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35이

상은 상, 3.92에서 4.34는 중상, 3.49에서 3.91은 중, 3.06에서 3.47은 중하, 그리고 1

에서 3.05는 하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참가자들을 자기주도학

습 능력별로 분류하였더니, 절반에 가까운 49명의 학생들(47.6%)이 중하에 속하였고 

약 30%인 30명의 학생들이 하 집단에 속했으며 약 20%인 20명의 학생들은 중,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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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4%인 4명의 학생들은 중상에 속하였다(표1 참조). 

표1. 굴리엘미노(Gulielmino)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분류

평균 등급 인원 퍼센트 누적퍼센트

4.35-5.00 상 0 0 0
3.92-4.34 중상 4 3.9 3.9
3.49-3.91 중 20 19.4 23.3
3.06-3.47 중하 49 47.6 70.9
1.00-3.05 하 30 29.1 100

그런데 중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네 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값

이 두 명은 3.92, 한 명은 3.96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4.03으로 중 집단의 평균과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굴리엘미노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분류에서 

중과 중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을 상, 중하 집단은 중, 그리고 하 집단은 하의 세 집단

으로 재분류하였다. 각 집단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표2 참조). 

표2. 집단별 자기주도학습 능력 준비도 비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

상 24 3.69 .17061 3.50 4.03

214.83* 000중 49 3.26 .11083 3.08 3.46

하 30 2.80 .20491 2.25 3.04

총 103 3.23 .35961 2.25 4.13

다음으로 자기주도성을 구성 요인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4개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자기주도성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측정값의 

KOM의 표본적합도(MSA)는 0.714로서, ‘보통 수준의 값(Mediocre)’의 기준을 부합시

켰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χ2=787.58, p=.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상관

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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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전반적으로 볼 때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였다. 자기주도성은 표3과 같이 고

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8로 이것으로 설명된 총 분산은 65.66%이다. 요인분석

에서 추출된 8개의 요인은 주성분 특징과 문항의 내용을 굴리엘미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분류와 비교하여 요인1은 학습을 평생의 유익한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학습에 

대한 사랑), 요인2는 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 요인3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

서의 자아개념, 요인4는 기본 학습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요인5는 

창의성, 요인6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 요인7은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요인8은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표3. 자기주도학습 능력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문항 1 2 3 4 5 6 7 8
19 .766 -.181 .059 -.006 -.085 .123 .234 .033

24 .665 .347 -.002 -.008 -.079 .016 -.062 .160

22 .664 .179 .330 .146 -.040 .067 -.060 -.257

20 .541 .256 .177 .017 .189 .060 .142 .072

9 .160 .861 .190 .043 -.046 .076 .067 -.130

10 .130 .855 .188 .053 .108 .089 .102 .130

21 .295 .460 -.077 .403 .293 -.071 .163 -.230

6 -.044 .078 .765 .107 .232 .002 .019 .152

8 .238 .236 .703 .241 -.074 .094 -.032 -.102

17 .209 .014 .668 -.177 -.007 -.237 .122 .161

23 .467 .326 .476 .326 -.021 .146 -.123 -.004

4 .110 .220 .454 .088 .274 .407 -.044 -.357

7 -.029 -.053 .085 .764 -.141 -.075 .234 -.126

3 .134 .205 .191 .650 .170 .123 .047 .079

2 -.023 -.011 -.107 .576 .560 .014 -.121 -.042

15 -.145 .001 .189 -.021 .770 .037 .041 -.035

13 .340 .281 .045 .060 .510 -.329 .102 .105

18 .203 .237 -.083 -.144 -.088 .704 .16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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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의 표본적합도(MSA)=0.714 Bartlett 결과 χ2=787.58(df=276, p=.000)

각 요인별로 세 집단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더니, 1에서 8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4 참조). 전체 평균은 8가지 요인 중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

(요인6, 평균 3.9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요인

7, 평균 3.64), 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요인2, 평균 3.45), 기본 학습 기능과 문제 

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요인4, 평균 3.25),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서

의 자아개념(요인3, 평균 3.04), 학습에 대한 사랑(요인1, 평균2.98), 창의성(요인5, 평

균 2.81), 그리고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요인8, 평균 2.39) 순이었다. 본 연구의 참

가자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영어 공부가 평생 필요하며 미래에 어떻

게 쓰일지를 자주 그려보는 편이었으며, 자신의 영어 학습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

다고 생각했다. 반면 창의성과 학습에 대한 개방성은 보통 이하로 스스로 학습 방법을 

고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법이나 교수자의 수업 방법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런데 표4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요인2)는 전체 평균으로는 

세 번째지만, 상 집단 내에서는 두 번째로 평균이 높고 하 집단 내에서는 네 번째로 

두 집단 간 순위에 차이가 있으며 평균 차이 역시 1.33으로 두 번째로 크다. 다시 말

해 자기주도성적 학습 능력이 우수한 상 집단 학생들의 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은 평

균 4.11로 높은 편인데 반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하 집단의 학

16 .002 -.007 .065 .476 -.064 .646 .017 .237

1 .163 -.181 -.054 .018 .304 .466 .383 -.303

11 -.042 .115 .090 .053 -.146 .201 .806 .015

12 .224 .103 -.041 .169 .209 -.047 .677 -.051

5 -.023 -.108 .111 -.024 -.012 -.125 -.103 .763

14 .344 .284 .027 -.016 .025 .223 .123 .539

고유값 5.24 2.14 1.963 1.49 1.35 1.30 1.19 1.047

분산설명 10.91 10.33 9.62 8.44 6.96 6.92 6.44 6.01

누적설명 10.91 21.25 30.88 39.32 46.28 53.21 59.65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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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평균 2.78로 부족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4. 집단별 자기주도학습 능력 준비도 요인별 비교 분석

요

인

상 중 하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3.53 .431 3.07 .467 2.41 .432 42.60* .000
2 4.11 .497 3.55 .555 2.78 .596 39.08* .000
3 3.61 .408 3.08 .483 2.53 .515 34.69* .000
4 3.36 .258 3.24 .177 3.20 .256 3.67* .029
5 3.16 .637 2.80 .619 2.53 .507 7.59* .001
6 4.29 .494 4.00 .458 3.61 .567 12.75* .000
7 4.08 .583 3.67 .525 3.25 .666 13.73* .000
8 2.68 .567 2.35 .586 2.23 .449 4.88* .009

Tukey_b의 방법으로 사후 분석을 하였더니 요인1,2,3,6과 7은 세 집단의 평균값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요인4는 상과 중, 중과 하, 상과 하 모두 차이가 있었고, 요

인5와 8은 중과 하 사이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들 값이 상의 값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요인4는 기본 학습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자기주도학습 능력으로 세 집단의 평균값이 비슷하게 보통 정도이지만, 하 집단의 학

생들이 중 집단의 학생들보다, 중 집단의 학생들이 상 집단의 학생들보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인5의 창의성은 상 집단 학생들은 보통 정도인데 반해 중, 하 집단의 학

생들은 보통보다 부족하였으며 요인 8의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은 세 집단 모두 부

족한 편인데, 그나마 상 집단 학생들이 다른 두 집단 학생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인8에 속하는 두 문항의 값은 정 반대였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문항5)의 평균은 아주 높은 반면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아본

다(문항 14)의 평균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가자들이 선생님에게 많이 의

존하며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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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아시아 학습자는 문화적으로 교사 중심적이고 반복적인 타율 학습에 젖

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성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Healy 1999; Johns 1995; Riley 

1988) 결과와 비슷하다. 아시아권 학습자들을 연구한 사카이, 츄, 타카기와 리는 아시

아 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문법 영역에 치우쳐 영어를 학습하면

서 동일한 교재 및 교수법을 사용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저해되었다고 분석하였다(Sakai, Chu, Takagi와 Lee 

2008).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학습 상황에서 예외적이지 않으며, 그 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

요한 결과도 검증되었다. 세 집단 모두 자기학습능력의 8가지 요인 중 요인6(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도르니에는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

론에서 개인이 형성하는 미래에 대한 비젼(vision)을 중요하게 간주하였다(Dörnyei 

2009). 만약 학습자가 해당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하여 취업을 하거나 명문 학교

에 진학 하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학습자는 이상적인 제 2언어 자

아를 형성한다고 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

두 자신의 미래에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믿고 있었다. 리는 이

런 학생은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Lee 2014). 따라서 이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계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

선 온라인 문법 과업(온라인 퀴즈)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았

다. 학생들은 대체로 온라인 퀴즈를 해야 할 일(문항1, 전체평균: 3.73)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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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었으며 문법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문항2, 전체평균: 3.83)고 평가하였다. 그

러나 적극적으로 온라인 문제를 풀었느냐에 대한 응답에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가

장 높은 학생들의 평균은 4.0으로 대체로 열심히 문제를 푼 반면 중간인 학생들의 평

균은 3.71, 그리고 가장 낮은 학생들의 평균은 3.43으로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풀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온라인 학습

을 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시

간과 수업 외 시간에 온라인 과업 활동을 한 정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5. 온라인 문법 과업에 대한 견해

문항

상 중 하

F p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온라인 퀴즈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3.96
(.690)

3.65
(.663)

3.67
(.711)

1.77 .174

2. 온라인 퀴즈가 문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4.04
(.806)

3.78
(.587)

3.73
(.640)

1.72 .183

3. 온라인 퀴즈를 적극적으로 
풀었다

4.00
(.722)

3.71
(.816)

3.43
(.858)

3.29* .041

1) 수업 시간 중 온라인 과업 활동 

수업 시간에 온라인 퀴즈를 몇 개 풀었는가를 질문한 결과(표6 참고)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인 학생의 약 60%가 최소 하나 이상을 풀었다고 응답했으며, 하나도 

풀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중인 학생(약 

39%)과 하인 학생(약 34%)의 경우에는 두 개를 풀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

만 중 집단의 8.2%와 하 집단의 13.3%는 한 문제도 풀지 않았다고 했다.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경우에는 두 개를 풀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값이 다

른 학생들에 비해 0.1정도 높은 반면 중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도 풀지 않은 

학생들의 자기학습 준비도 값이 다른 학생들보다 0.1정도 낮았다. 그러나 각 집단별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수업 중 온라인 과업 활동을 한 정도를 일변량분석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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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6. 수업시간에 온라인 퀴즈를 푼 갯수

상 중 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음 0 0 4 8.2 4 13.3
한 개 14 58.3 14 28.6 11 36.7
두 개 6 25.0 19 38.8 10 33.3
세 개 4 16.7 12 24.5 5 16.7
합계 24 100.0 49 100.0 30 100.0

2) 수업 시간 외 온라인 과업 활동 

수업 시간에 온라인 퀴즈를 풀지 못했을 때 수업 외 시간에 스스로 풀어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7에 제시된 것처럼 상과 중 집단의 학생에 비해 하 집단의 학생들이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수업 외 시간에는 온라인 퀴즈를 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개를 모두 풀어본 학생의 수도 가장 적었다. 

표7. 수업 시간에 못 푼 문제를 수업 외 시간에 푼 갯수

상 중 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음 6 25.0 12 24.5 17 56.7
한 개 7 29.2 18 36.7 5 16.7
두 개 4 16.7 7 14.3 5 16.7
세 개 7 29.2 12 24.5 3 10.0
합계 24 100.0 49 100.0 30 100.0

세 집단의 문제를 풀어본 개수를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더니, 자기주도학습 준

비도가 높은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문제를 더 많이 푼 것으

로 밝혀졌다(F=3.41*, p=0.37). 그러나 일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집단 내에서는 

풀어본 개수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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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수업 외 시간에 다시 풀어 본 경우를 비교하였더

니 자기주도학습 준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8에 정리된 

것처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다시 문제를 풀어본 횟수가 적었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에서 자기주도학습이 낮은 하집단의 학생의 경우 

문제를 한 번도 다시 풀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평균값은 

2.68로 다른 학생들의 평균값인 2.88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F=3.85*, 

p=.021). 

표8. 수업 시간에 푼 문제를 스스로 다시 푼 빈도

집단 상 중 하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음 3 12.5 15 30.6 13 43.3
한 번 11 45.8 22 44.9 6 20.0
두 번 6 25.0 5 10.2 4 13.3

세 번 이상 4 16.7 7 14.3 7 23.3
합계 24 100.0 49 100.0 30 100.0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스스로 학습한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 시간

에 미처 풀어보지 못한 온라인 퀴즈를 수업 외 시간에 풀었다는 응답과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를 다시 풀었다는 응답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

다. 전체 학생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9에 제시된 결과처럼 자기

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차이에 상관

없이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를 푼 학생일수록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도 다시 

푸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 집단에서는 수업 중 풀지 않았던 문제를 

수업 외 시간에 스스로 푼 학생들이 풀어 본 문제를 다시 푸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다

는 것이다(Pearson 상관계수=.63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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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수업 중 풀지 않은 문제를 푼 경우와 풀어본 문제를 다시 푼 경우 간의 

회귀분석 결과

집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²
변화량

B 표준오차 β

전체
.623 .135 5.74*

(.000)
33.03*
(.000)

.246
.460 .080 .496

상
.779 .261 3.28*

(.003)
10.79*
(.003)

.329
.453 .138 .574

중
.582 .212 3.01*

(.004)
9.07*
(.004)

.162
.360 .119 .402

하
.581 .224 4.29*

(.000)
18.48*
(.000)

.398
.732 .170 .631

이상과 같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온라인 문법 과업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온라인 문법 과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온라인 문법 문제를 푸

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수업 시간 외에 온라인 학습을 한 정도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수업 시간은 물론 수업 외 시간에도 온라인 문제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푼 것은 물론 

풀어본 문제도 다시 풀어 보았다. 반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수업 

시간에 풀어본 개수가 적었으며 풀지 않았던 문제를 수업 시간 외에 스스로 풀어보지 

않았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반복 학습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수업 중 다루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푼 것은 물론 풀어본 문제

를 다시 학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해도 목표와 주어진 학습 

과제가 있다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비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

족했지만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스스로 풀고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를 다시 푸는 

적극적인 학습 자세를 보인 학생들이 있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요인에서 긍정적 지향(요인6)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에 대한 책임감(요인

7)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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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도 미래에 영어 실력이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 주어지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이러한 능력이 온라인 

문법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첫

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높은 편은 아니었다. 

대부분이 굴리엘미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분류 기준으로 중하에 속했으며, 그 다음

이 하, 그리고 중 순으로 대체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낮았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 

8개의 요인으로 분류된 자기주도학습 능력 중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지향성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에 대한 책임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사랑이

나 창의성은 부족했으며,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은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미래에 영어가 필요하고 앞으로 영어를 더 잘 할 있다고 믿는 반면 자신만의 학습 방

법을 개발하기 보다는 교사가 가르쳐는 주는 방법을 따르며 주어진 과제는 충실히 하

지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거나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지는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 온라인 학습 과제를 하는 성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우수한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은 온라인 문제를 풀었다. 또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를 다시 풀고 풀어본 문제도 다시 풀어

보았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치지 못한 학습 과제를 수업 

외 시간에 한 학생은 풀어본 문제도 다시 풀어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가 되어 공부를 주도적으로 함으로

써 평생학습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뚜렷한 미래의 목표와 학습해야 할 구

체적인 과제가 있다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습자도 성공적으로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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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라

고 해서 모두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비록 스스로 학습을 주도적으로 나가는 성향은 나가는 능력은 

다소 부족해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습에 대한 책

임감이 커 주어진 학습을 충실히 했다. 홀덴과 우수키가 자기주도성이 낮은 아시아 학

습자라도 자기주도성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Holden과 Usuki 1999). 그러므로 여전히 교사에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교수-학습 방

법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 방법을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학습에 책

임을 지고 공부하는 훈련을 시킨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학습을 강

조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구체적인 학습 과제와 

학습 로드맵 등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설계하여 성공적인 평생학

습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온라인 영어 문법 학습 과업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의 이러닝 학

습과 평생학습 경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 능력 

분류에서 굴리엘미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분류에서 중과 중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을 

상, 중하 집단은 중, 그리고 하 집단은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굴

리엘미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비교할 때는 중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 온라인 과업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대학생의 학습 활동 성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므로 이와 밝힐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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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기주도학습 검사지

1) 영어공부는 평생 필요한 것이다

2)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을 보면 그냥 지나친다

3) 영어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4)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5) 나는 영어선생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6) 영어공부를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한다

7) 알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의 내용 등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혼자 힘으로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

9) 영어공부를 할 때 무슨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10) 영어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11)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12)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13) 영어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면 범위의 내용 중에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도 넘어간다

14) 영어의 새로운 부분을 공부할 때 알고 있는 공부 방법을 쓰는 것보다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아본다

15) 영어 공부할 때 새로운 방법보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습법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16) 영어의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고 있다

17) 수업 시간보다 혼자서 영어공부가 더 잘 된다

18) 수업시간에 배우는 영어가 앞으로 나의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종종 생각해 본다

19)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20) 내 방식대로 영어를 공부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21) 영어를 공부할 때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알아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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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어를 공부할 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

23) 나에게 필요한 영어공부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24) 영어를 공부할 때 새로운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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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n the 
use of online grammar tasks.

Oh Hee Jeong  (Seoul Women’s Univ.)
       Lee Eun-Hee (Kyung Hee Cyber Univ.)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n online 

grammar learning activ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designed to 

measure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103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ereof.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was low, assessed on basis of eight factors: future 

directivity was the highest in rank, followed by responsibility for learning, while 

creativity and openness for learning were quite low. The results also prove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participants’ accomplishment of online grammar 

tasks according to their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The higher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he greater the tendency to perform the online tasks 

outside as well as during the class, and to revisit the tasks repeatedly. However, in 

the group with lower autonomy,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e tasks also tried the 

tasks again later on. It is recommended that positive expectations for the future and 

responsibility for learning be employed in enhanc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Key Words: self-directed learning, autonomy, online learning tasks, grammar,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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