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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대학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팀상호작용과 팀메타인지가 학습공동체 활동의 지속참여 
의향에 어떠한 융복합적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팀상호작용 19개 문항과 팀메타인지 17개 문항으로 
된 측정도구로, A 대학교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15개 팀 11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밝힌 연구 결과는 첫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의향에 팀상호작용 수준과 팀메타인지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팀메타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참여할 가능성이 증
가하였다. 둘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의향에 영향을 주는 팀상호작용 요인 중,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 팀원들이 학
습을 위해 서로 격려할수록 지속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수록, 학습에 몰입하지 않
을수록, 학습 시간이 적을수록 지속참여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의향에 영
향을 주는 팀메타인지 요인 중,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 참여 의향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학습도구를 사용할수록, 
평균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참여 의향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를 위한 융복합적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팀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 횟수를 늘리고, 팀원간 상호 격려하
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인 학습공동체 경험을 유도하고, 팀메타인지 활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
하도록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팀메타인지, 팀상호작용, 지속참여, 학습공동체, 로지스틱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vergent effects of team interaction and team metacognition of 
participants on a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university learning community. We developed 19 items of team 
interaction and 17 items of team metacogni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subjects were 113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learning community in A univers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m interaction level and 
team metacognition level can affect a continuous participation in learning community. The higher team 
interaction is and the lower team metacognition is, the higher continuous participation is. Second, among team 
interaction factors that affect  a continuous participation in learning community, the more number of learning is 
and the more encouragement of one another is, the higher  continuous participation is. But the less 
participation of members is, the less flow to learning is, and the less learning time is, the lower a continuous 
participation is. Third, among team metacognition factors that affect a continuous participation in learning 
community, the more number of learning is, the higher continuous participation is. But the more use of various 
learning tools is and the more learning time is, the lower continuous participation is. Based on these results, 
the convergent ways of support for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university learning community are as 
follows. First, supporting system is needed to induce students to experience the positive atmosphere of learning 
community by increasing number of learning to facilitate team interaction and urging them to encourage one 
another. Second, provid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fully acknowledge the 
necessity and value of team metacogni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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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학교육의 질  향상을 한 심이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ACE 사업 등 정부의 학재정지원사업에 

힘입어 차 확산되고 있으며 각 학의 지원 한 내실

화되어가고 있다. 학의 다양한 학습역량 강화 지원 

로그램  가장 핵심 인 로그램은 학습공동체의 지원

이다. 2008년 4년제 주요 학  68%의 교수학습센터 

에서 학습지원 로그램으로 학습공동체를 운 하 는

데[1], 2015년 재 90.0%로 확 되었다[2]. 이처럼 많은 

학에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해 학습공동체를 운

하고 있지만 정기 인 보고서, 모니터링과 발표회 등의 

정형화된 운  리 외에 학생들의 력  학습역량을 

체계 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지원 략을 갖춘 학습공

동체 로그램은 미흡한 편이다[3].

학습공동체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서로 신뢰

하는 계 속에서 서로의 학습을 북돋는 공간으로서[4], 

공동의 목 을 해 자발 으로 모여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공동체로[5] 정의할 수 있다. 여러 

학자의 학습공동체 정의에서 공통 으로 강조하는 요소

는 학습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다[1,6]. 그러나 실제 학습공

동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지속 인 

참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상호작용을 진하기 해서

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한편, 학습공동체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호작용 

뿐 아니라 메타인지와 같은 집단 역량 변인에 심이 

많아지고 있다[7,8]. 집단역량 련 변인으로는 메타인

지[9,10], 력  메타인지[11,12], 력  조 [13], 집단

효능감[7], 조 [14] 등이 있다. 이 에서 메타인지는 

‘ 학습을 수행하면서 인식하고 있는 활동에 한 인

지’로서[10], 메타인지가 개인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 하는 인지활동이라면 메타인지는 학

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 하는 인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

다[9]. 개인  메타인지가 학습의 모든 단계에 향을 

미치듯이[15] 조 이나 력  메타인지, 메타인지

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고 있다[10,12,14].

학습에서 메타인지 략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진할 때 학업성취 결과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들[11,16]은 

학습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이 메타인지와 련이 있

음을 시사한다. 학습공동체 활동에 정 인 향을 주

는 이 두 변인은 학습공동체의 지속  참여 의향에도 

향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은 과 김아람[17]은 학습공

동체에 참여하여 정  과정과 결과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제

언하고 있다. 

학습공동체가 지속 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해

서는 학습자가 학습공동체 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여

야 한다. 그러나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고, 특

히, 학습공동체 활동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상호

작용과 메타인지 요인에 해 깊이 있는 탐색과 련

성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와 상호작용이 학습

공동체에 어떠한 융복합 인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공동체에서 상호작용과 메타인지는 학습

자들이 학습공동체 활용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에 향을 주는지, 구체 으로 어떠한 요소들과 학

습행태들이 향을 주고 융복합 인 계를 갖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 수 과 메타인지 수 은 학습공동

체 지속참여 의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의향에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과 학습행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의향에 향을 미치는 

메타인지와 학습행태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경험하는 

활동 과정에서의 학습활동  학습경험에 한 세 한 

분석을 통해 학습공동체 학습활동  학습 경험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력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팀상호작용

학습공동체는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으

로서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학습 

능력이 개발되기 해서는 원간 력과 상호작용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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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학습환경이 제되어야 한다[7]. 특히 원간 상호

작용은 개인의 역량을 시켜 역량으로 환하기 때

문에 학습에서 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상호작용이 두 사람 이상 사이의 방향 커뮤니 이

션이라고 할 때[19], 상호작용은 에서 나타나는 다자

간 커뮤니 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은 학

습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성공 인 학습의 

요소로서[20],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학습동기[21]와 문제

해결 능력[22]에 향을 미친다. 결국 학습공동체의 성공

은 상호작용과 하게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이 학습에 부정 인 향을 주기도 하

는데, May[23]는 원격교육에서 상호작용에 한 개별 학

생들의 요구가 다르며 강요된 상호작용에 하여 오히려 

부정 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신나민[24]도 학습자

들이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과 

련하여 상호작용의 수 이 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

다. Volet, Summers & Thurman[25]은 학생들의 부

정 인 집단학습 경험에 한 여러 보고들을 고려할 때 

집단 상호작용에 한 실제 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학습환경과 련된 상호작용 연구에서  규율을 어

기는 원과의 상호작용이 장기 인 학습환경에서는 

의 학습이나 발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단

기 인 학습환경에서는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26].

이상의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학습의 결과와 과정에 상호작용이 하게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 어떠한 상

호작용 요인이 학습 효과에 정 인 향을 주는지 

혹은 부정 인 향을 주는지에 한 심층 인 연구는 

미흡했으며, 상호작용이 학습공동체의 학습환경  행

태와 련해서는 집단 조  활동 등과 어떤 계가 있는

지에 한 심층 인 연구는 다소 미흡하 다.    

2.2 팀메타인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메타인지는 학습과정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타인지는 학습

자가 문제해결을 통해 추구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

하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명확히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

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27].

메타인지는 학습의 모든 단계에서 요한 향을 

미치며 학습 각 단계에서 문제해결 근과 사고에 

향을 주는 지배 인 변인이다. 구성원들은 개인으로서 

혹은 으로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한 자각

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런 자각은 메타인지와 직 으로 

련이 있다. 메타인지는 이 얼마나 효과 으로 과정, 

순환,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지에 정

인 향을 다[15].

메타인지가 개인학습 뿐만 아니라 학습공동체에서도 

요하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개인  메타인지에 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에서 개인 간 학습 활동에 한 계획, 모니터링, 평

가, 수정 활동에 한 집단  의 메타인지에 한 연

구가 필요하지만 련 연구들은 미비하다[9,12,28]. 한편, 

Iskala, Vauras, & Lehtinen[29]는 메타인지가 단지 개인

인 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

과 함께 사회  공유 메타인지를 제시하 으며,  권성호

와 박경애[12]는 컴퓨터 기반 력학습을 하나의 집단 인

지체제로 보고 개별 학습자들의 개인메타인지를 력

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의 지원을 강조하 다. 노혜란과 

최미나[9], 장진석[10]은 메타인지를 제안하 는데, 

메타인지란 ‘ 학습을 수행하면서 인식하는 활동에 

한 인지’로서 인지에 한 지식과 인지에 한 조

을 의미한다. 

개인의 메타인지 수 이 높은 경우 상호작용이 활발

하 다는 선행연구[29]와 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

인간 인지  처리에 한 검과 과제에 한 조 , 수집

된 정보사용에 한 조  변인인 사회  메타인지 활동

이 상호작용의 질과 한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28]

는 메타인지와 상호작용이 한 련이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에서 상호작용과 메타인지

가 어떠한 련이 있는지 규명하고 특히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향을 주는 구체 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 보고자 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충북소재 A 학 교수학습센터에서 지원한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



팀상호작용과 팀메타인지가 대학생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7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pr; 14(4): 69-78

되었다. 본 로그램은 동일한 주제에 심을 가진 학생

들이 자발 으로 을 구성하여 신청하도록 하 고, 선

정된 15개 학습공동체에 해 운 지원 을 지원하고 결

과발표회 후, 우수 학습공동체 5 에 해 상 과 상장을 

시상하 다. 본 로그램은 2015년 4월 6일부터 5월 31일

까지 총 7주차 동안 진행되었는데, 학습공동체는 매주 주

간학습보고서 제출, 2회 이상 지도교수 면담보고서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발표 등의 활동을 수

행하 다. 7주차의 학습공동체 활동 후 일주일간 참여 학

생 156명을 상으로 오 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113명

의 설문을 회수하여 72.4%의 회수율을 보 다.     

3.2 연구도구 및 분석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상호작용 측정도구는 Wen[30]

의 집단 과정 설문지 에서 상호작용 문항에 해당하

는 19개의 항목을 보완하여 활용하 다. ‘매우 그 지않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구성된 Likert 5  척

도로 측정하 고 최종 으로 확보된 신뢰도 Cronbach 

� 값은 .962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

지 측정 도구는 노혜란과 최미나[10]의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다. 메타인

지 도구는 17개 항목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고, 최

종 으로 확보된 신뢰도 Cronbach � 값은 .935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행태와 련해 학습공동

체 활동의 한주 평균 학습 횟수, 평균 학습시간의 두 문

항을 포함하 다. 설문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기

술통계, 빈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Categories
freque

ncy

percenta

ge
Categories

freque

ncy

percenta

ge

gender
male 53 46.9

role
leader 19 16.8

female 60 53.1 member 93 82.3

Domain 

of 

Knowle

dge

Humanities 

& Society
64 56.6

grade 

freshman 35 31

Science & 

engineering
39 34.5 sophomore 27 23.9

Art & 

physical
10 8.8

junior 34 30.1
senior 17 15.0

total 113 100 total 113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s of the responser

4.2 팀상호작용 수준과 팀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 상자들의 상호작용 수 과 메타인지 수

이 지속참여 의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상호작용 수 과 메타인지 수 은 각 변인별 요

인의 평균값을 각 학습자의 수 으로 보았다. 

Observed

Predicte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Percentage 

Correct(%)
yes no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yes 95 0 100.0

no 18 0 .0

overall % 84.1

-2LL=89.098a,χ²=10.002(df=2, p=.007), Nagelkerke R²=.145, 

truncation value .500

Hosmer & Lemeshow test χ²=9.829(df=8, p=0.277)

<Table 2> Classification table  of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만 포함된 경우의 

-2LL값과 연구자의 이론모형에 의한 변수가 포함된 경

우의 -2LL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χ² 값이 10.002, 유의확

률이 0.007로, 독립변수에 의해 학습공동체에 지속 참여

의향을 측하는 모형은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속변수들  어도 하

나는 심연구결과와 련이 있어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100.0%를 정확히 분류하고 있고, 지속 으로 참

여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0.0%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어, 

체 으로 84.1%의 분류 정확도를 보 다. 한편, 모형 

합도 검증을 해 실시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χ² 값이 9.829, 유의확률이 0.277로, 종속변수의 실

제치와 측치 간의 차이가 은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

이 학습공동체에 지속참여의향을 측하는데 합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한 독립변인들의 통계  유

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수  0.01에서 상호작용 수 과 메타

인지 수 이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변인들은 상호

작용 수 (Wald=8.192, p=.007)과 메타인지 수

(Wald=7.401, p=.004)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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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factor

independent 

factor
B  Wald Exp(B) P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team 

interaction
2.394 8.192 10.959 .007**

team 

metacognition
-2.506 7.401 .082 .004**

a constant -2.001 1.135 .135 .287

<Table 3> The logistic regression of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ogit(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 

-2.001 + 2.394(team interaction) - 2.506(team metacognition)

즉,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상호작용 수 이 높을수록(10.959배, Exp(B)=10.959), 

메타인지 수 이 낮을수록(0.082배, Exp(B)=0.082) 확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팀상호작용의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호작용의 각 요인과 련 학습 행태 요인이 학습

공동체 지속참여의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Observed

Predicte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Percentage 

Correct(%)
yes no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yes 90 2 97.8

no 4 13 76.5

overall % 94.5

-2LL=33.042a,χ²=61.334(df=23, p=.000), Nagelkerke R²=.743, 

truncation value .500

Hosmer & Lemeshow test χ²=9.17(df=8, p=0.999)

<Table 4> Classification table of team interaction

an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만 포함된 경우의 

-2LL값과 연구자의 이론모형에 의한 변수가 포함된 경

우의 -2LL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χ² 값이 61.334, 유의확

률이 .000으로, 독립변수에 의해 학습공동체의 지속참여

의향을 측하는 모형은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속변수들  어도 하

나는 심연구결과와 련이 있어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97.8%를 정확히 분류하고 있고, 지속  참여의향

이 없는 경우는 76.5%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어, 체

으로 94.5%의 분류 정확도를 보 다. 한편, 모형 합도 

검증을 해 실시한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χ² 

값이 .917 유의확률이 .999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측

치 간의 차이가 은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이 학습공동

체의 지속참여의향을 측하는데 합한 것으로 검증되

었다.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한 독립변인들의 통계  유

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수  0.05에서 ‘우리 원들은 학습 수행

을 해 서로 격려하 다’, ‘우리 원들은 학습을 해 

열심히 활동하 다’, ‘우리 원들은 학습에 몰입하 다’

의 상호작용 요인과 ‘학습동아리 활동 한주 평균 학습 

횟수’, ‘학습동아리 활동 한주 평균 학습 시간’의 학습 행

태 요인이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에 유의미하게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의 요인들은 한주 평

균 학습 횟수(Wald=8.129, p=.004), 한주 평균 학습 시간

(Wald=7.669, p=.006), 원들의 학습 수행 서로 격려

(Wald=5.645, p=.018), 원들 학습에 몰입(Wald=5.054, 

p=.025), 원들 학습을 해 열심히 활동(Wald=4.633, 

p=.031)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factor
independent factor B  Wald Exp(B) P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encourage one another 3.935 5.645 51.147 .018*

participate hard -4.085 4.633 .017 .031

flow on learning -4.115 5.054 .016 .025*

learning quantity a 

week
5.583 8.129 265.786 .004**

learning time a week -4.556 7.669 .011 .006**

a constant 2.230 .185 9.299 .667

<Table 5> The logistic regression of team interaction

an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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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 

2.230 +5.583(learning quantity a week)-4.556(learning time a 

week)+3.935(encourage one another)-4.115(flow on learning) 

-4.085(participate hard)

즉,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에 

한주 평균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265.786배, Exp(B)=265.786), 

한주 평균 학습 시간이 많지 않을수록(.011배, Exp(B)=.011), 

원들이 학습수행을 서로 격려할수록(51.147배, Exp(B)=51.147),  

원들이 학습에 몰입하지 않을수록(.016배, Exp(B)=.016), 

원들이 학습을 해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수록(.017배, 

Exp(B)=.017) 학습공동체에 지속참여할 확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팀메타인지의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메타인지의 각 요인과 련 학습 행태 요인이 학습

공동체 지속참여의향으로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Observed

Predicte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Percentage 

Correct(%)
yes no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yes 85 4 95.5

no 5 13 72.2

overall % 91.6

-2LL=45.026a,χ²=51.929(df=21, p=.000), Nagelkerke R²=.645, 

truncation value .500

Hosmer & Lemeshow test χ²=5.814(df=8, p=0.669)

<Table 6> Classification table of team metacognition

an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만 포함된 경우의 

-2LL값과 연구자의 이론모형에 의한 변수가 포함된 경

우의 -2LL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χ² 값이 51.929, 유의확

률이 .000으로, 독립변수에 의해 학습공동체의 지속참여

의향을 측하는 모형은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속변수들  어도 하

나는 심연구결과와 련이 있어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는 95.5%를 정확히 분류하고 있고, 지속 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72.2%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어, 

체 으로 91.6%의 분류 정확도를 보 다. 한편, 모형 

합도 검증을 해 실시한 Hosmer와 Lemeshow 검정결

과 χ² 값이 5.814 유의확률이 .668로, 종속변수의 실제치

와 측치 간의 차이가 은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이 

학습공동체의 지속참여의향을 측하는데 합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한 독립변인들의 통계  유

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수  0.05에서 ‘우리 은 내용을 이해하

기 해 메신 , 문자, 게시 , 서, 그림, 도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 다’의 메타인지 요인과 ‘학습동아리 활

동 한주 평균 학습 횟수’요인, ‘학습동아리 활동 한주 평

균 학습 시간’의 학습 행태 요인이 학습공동체 지속참여

의향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요인들은 한주 평균 학습 횟수(Wald=9.002, p=.003), 

한주 평균 학습 시간(Wald=7.626, p=.0061), 학습내용 이

해를 해 다양한 도구 활용(Wald=4.171, p=.041), 순으

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factor
independent factor B  Wald Exp(B) P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use of various tools -1.680 4.171 .186 .041*

learning quantity per 

a week 
3.891 9.002 48.977 .003**

learning time per a 

week
-3.480 7.626 .031 .006**

a constant 2.354 .233 10.529 .629

<Table 7> The logistic regression of team metacognition 

and the intension of persistence in 

learning community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ogit(the intension of persistence) = 2.354 +3.891(learning 

quantity a week) -3.480(learning time a week) -1.680(use of 

various tools)

즉,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에 

한주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48.977배, Exp(B)=48.977),  

한주 평균 학습시간이 많지 않을수록(.031배, Exp(B)=.031), 

내용 이해를 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지 않을수록(.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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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p(B)=.186) 학습공동체에 지속참여할 확률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에 향을 미치는 상

호작용 수 과 메타인지 수 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 수 이 높

을수록, 메타인지 수 이 낮을수록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습자는 본인이 속해있는 

학습공동체가 자신에게 잘 맞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메타인지가 학습공동

체 지속참여의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결과는 학습자

들이 학습공동체 활동 에 계획과 모니터링, 평가 등 

검 활동을 무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면, 자신들의 학습

공동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메타인지 활동이 학습공동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활

동인지 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메타

인지 략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

려 메타인지 활동이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활동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

은 매우 요한 함의로서 개인  메타인지 연구에서도 

메타인지 략이 반복되어 학습자에게 익숙하게 되었을 

때에 구체 인 효과가 발휘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31]와

도 맥을 같이한다. 실제 이남주와 백성혜[32]의 과학 재 

로그램 연구에서 메타인지가 학습자의 학습 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정민, 윤성혜, 류혜선[33]의 문

제 심학습 연구에서도 효능감에 비하여 메타인지는 

학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경애[34]의 컴퓨

터기반 력학습에서도 력  메타인지 지원이 집단과

제성취에는 향을 미쳤으나 학습태도 검사에는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메타인지가 학습태도와 만족

도에 정 인 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을 종

합해 보면 개인 메타인지가 학습자에게 정 인 학습 

경험을 진시키는 요인은 아님을 시사한다. 활동 

에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자동화될 정도로 익숙해지

기 에는 메타인지 활동은 활동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으며, 효과 인 메타인지 략을 익히지 못하면 

활동의 어려움에 을 맞추게 되거나, 메타인지 

활동을 통한 개선의 정 인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학습공동체 지속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

다. 메타인지 활동을 체계 으로 학습 단계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쉽고 빠

르고 정확하게 메타인지 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

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메타인지 활동이 학습 과

정과 결과에 효과 으로 도움이 됨을 학습자들이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에 향을 미치는 상

호작용과 학습행태는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과 련하

여 학습행태를 분석하 을 때 한주 평균 학습 횟수가 최

소 1회에서 최  4회까지 많아질수록, 한주 평균 학습 시

간이 최  9시간 이상에서 최소 2시간 이하까지 어질

수록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

다. 상호작용 변인과 련한 학습 행태의 경우 자주 

모여 학습하는 것은 정  경험을 유도하지만, 학습시

간이 길어지는 것은 부정  경험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

다. 계획된 시간에 학습을 마칠 수 있는 시간 리 등을 

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속참여에 

정 인 향을 주는 상호작용 요인은 ‘ 원끼리의 

격려’ 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경험이 학습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

나 학생들이 서로 극 도울 수 있는 분 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학습에 몰입한다고 경험할수록 

학습공동체에 지속 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에서 볼 때 

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몰입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원

들에 비하여 자신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학습공동체 지속 의사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강명희, 엄소연, 이정민[35] 연

구에서 웹기반 력학습의 상호작용 유형 에서 계지

향 발신과 수신, 과제지향발신 상호작용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지만, 과제지향수신 상

호작용은 그 지 않다는 다소 부정 으로 나타나는 학

습에서의 상호작용의 효과와 련이 있는 결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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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과제에 집 하여 발신하지 못하고 수신만 할 경우

에는 다소 부정 인 학습경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부정 인 효과를 방지하기 

해서 메타인지에 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여 경쟁

 상호작용이 아니라 우호  상호작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 서로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방법에 한 가이드와 워크 을 제공하고, 활동

에 한 객 인 인식을 돕기 한 성찰 활동이 익숙

해 질 수 있도록 연습활동 등을 지원하여 자신의 학습공

동체 특성에 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정 이

고 상호 학습 경험을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의향에 향을 미치는 메

타인지와 학습행태는 다음과 같다. 메타인지와 련하

여 학습행태를 분석했을 때 한주 평균 학습 횟수가 많을

수록, 한주 평균 학습 시간이 을수록 학습공동체의 지

속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 

요인 에서는 내용 이해를 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

지 않을수록 지속 인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타인지의 경우에도 상호작용과 마찬

가지로 학습 횟수는 정 인 향을 주지만, 학습 시간

은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

가 반 으로 상호작용에 비하여 평균 수 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요인은 학습공동체 참여 지

속에 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메타인지 요인 에서 다양한 도구의 사용은 학습공동

체 지속참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결과는 노혜란과 최미나[10] 연구에서 학습공동체

에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경험이 있는 학생이 오히려 다

양한 학습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결과와 같

은 맥락의 결과로써,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를 시도하는 

의 경우 학습자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

며 이러한 경험이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공동체 구축 기에 

의 장 과 약 을 악하게 하고 각 학습공동체에서 가

장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의 학습 방법과 도구

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지속 으로 발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결론 으로 이들 요인은 학습공동체 활

동의 지속  참여에 긴 한 계를 갖고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습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진하기 한 지

원이 필요하며 특히 원들이 서로 격려하도록 지원할 

필요하다. 메타인지에 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 인 

활용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만의 학습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 학습공동체의 

활동 횟수는 늘리고 학습 시간은 계획한 정 수 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

을 활용하고 있어 상호작용과 메타인지에 한 학생

들의 자기인식에 기 한 연구라는 한계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활동 비디오와 SNS 화 자료 등 객

인 학습 활동 자료를 추가 으로 확보하여 변인에 

한 다각 인 분석을 심화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향을 주는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동기, 특성  몰입도, 교수  학교

의 지원 형태 등 주요한 기타 변인들과의 련성을 충분

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주요 변인을 포함하여 학습공동체 지속참여에 향

을 주는 주효과  조 효과 등을 탐색해 보는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학에 활성화되어 있는 학

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력 역량을 고

취하기 해 체계 인 로그램 운  략 마련 시 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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