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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의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한 

측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해 H 사이버 학교의 2011년 1학기 정보통신학과의 세 과목을 등록한 219명을 상으로 웹서베이

를 실시하 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을 측변인으로,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

도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과제가치(𝛽=.401)와 자기조 학습 략(𝛽=.401)은 학업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 자기조 학습 략(𝛽=.301)과 숙달 근목표지향성(𝛽=.196)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 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를 토 로 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학업만족도와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해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

습 략을 높이는 구체 인 증진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rediction of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cyber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219 

engineering students of H cyber university who enrolled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1 was chosen and completed web surveys. 

A hypothetical model proposed included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s 

predictors, and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as criteria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ask value(𝛽=.401)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𝛽=.401) predicted significantly on academic 

satisfaction. In addition,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𝛽=.301) and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𝛽=.196) predicted 

significantl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for improving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engineering 

education.

Keywords :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task valu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cademic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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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사이버 학교는 지난 2001년 평생교육의 

화 구 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이래로 빠른 속도로 

발 해왔다. 2001년에 6,100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했던 

사이버 학교는 2010년부터 특수 학원까지 운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 21개 사이버 학교에서 학사 

29,580명, 문학사 3,180명의 입학생을 모집하 다[1]. 

이처럼 사이버 학교는 지속 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통 인 학에 비해 낮은 사회  인식[2]

과 낮은 재등록률[3]은 양  성장과 함께 질  성장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학교의 질  성장을 해 사이버교육

환경에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4～11]

. 사이버 학

교의 학생은 기존의 통 인 학생과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학습자 련 요인은 사이버교육의 성과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Phipps와 

Mersotis[12]는 학습자의 특성이 사이버 학교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

계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 

학습자 특성  목표지향성은 학습성과에 강한 향

을 미치는 학습동기의 가장 요한 속성으로 여겨져 오

고 있는데
[13]

, 고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데 

을 맞추는 수행 근목표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14～15]

에 반해 30세 이상의 사이버 성인학습자들은 과

제의 숙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을 

맞추는 숙달 근목표지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

다
[16]

. 이는 자발 으로 새로운 지식을 숙달하고 문성

을 향상시키기 해 학습을 시작하는 사이버 성인학습

자들의 동기 구조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학습자가 학습 는 과제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정도인 과제가치 역시 학습성과에 향을 주는 변인으

로 꼽히고 있다[17]. 과제가치는 통 인 학습환경에서 

기본 으로 학습자들의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물

론 향후 학습계획, 교육 로그램 등록 의사, 직업 선택

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다방면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18]

, 통 인 학습환경과 사이버학습환

경은 메시지 달방식이나 학습 략사용 등 여러 측면에

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 인 학습 환경에서뿐만 아

니라 사이버학습환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버 학교에서의 학습성과는 자율 이고 독립

인 학습노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학습자의 자기조 학

습 략은 통 인 학습환경에서보다 학습의 성패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조 학습 략은 

극 이고 능동 인 학습참여를 가능하게 하므로, 학습

유형과 계없이 학습자들의 학업성과에 요한 측변

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9].

지 까지 이들 변인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통

인 교육환경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이

버 교육성과의 수월성 확보를 해서 통 인 학습자

와 다른 사이버 교육환경 학습자 특성 련 변인들에 

한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사이버교육 설계  운 의 

기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

들을 상으로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이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연구목 이 있다. 이를 통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은 학업만족도를 측하는가? 

연구문제 2.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은 학업성취도를 측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숙달 근목표지향성은 성취목표지향성의 하 요인으

로, 성취목표지향성은 인간의 성취행동 에서 학습자

의 학습과 수행을 설명하기 한 요한 변수이다[20]. 

Atkinson[13]은 학습동기의 가장 요한 속성은 목표지

향 인 행동이며, 학습자들이 특정 장면에서 어떤 목표

를 가지고 있는가를 감안해야 학습과정을 이해할 수 있

다고 언 하며, 학습에서의 성취목표지향성의 요성에 

해 말한 바 있다. Ames와 Archer
[21]

는 성취목표를 숙

달목표(mastery goal)와 수행목표(performance goal)의 

2요인 구조로 연구하 는데 숙달목표는 과제의 숙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을 맞추는 데 

반해, 수행목표는 상 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

로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데 을 맞춘다[22]. 

2요인은 Elliot과 McGregor
[22]

에 의해 세분되어 2x2 모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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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즉, 숙달 근목표, 숙달회피목표, 수행 근목표, 수행

회피목표의 4가지로 나 어졌다. 이들  숙달 근목표

지향성은 여러 연구[23～26]에서 학습성과와 련이 높다

고 밝 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숙달이나 능

력의 발 을 달성하려는 경향으로 숙달목표지향성을 정

의한다.

과제가치는 Kishton과 Widaman
[27]

의 기 가치이론

에서 출발하 다. 과제가치란 학업  수행을 해 동기

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주 이고 상황의존 이며 학

습자들의 학업  선택에 향을 미친다
[28]

. 과제가치는 

차 다양하고 복잡하게 개념화되어, 성취가치, 내재  

가치  효용  가치로 세분화되었다. 이처럼 과제가치

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과제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요하다고 느낄 때, 흥미를 느낄 때,  유용하다고 단

할 때 스스로 학습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에서는 과제가치를 학습자들의 주 인 과제의 

요성, 흥미도, 유용성을 포함한 활용  가치와 내재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자기조 학습에 한 연구는 사회인지론자인 

Bandura의 경험  내용과 연구형태에 토 를 두고 시

작되었다[30]. 그 이후 'Contemporary Education 

Research'를 통해 Zimmerman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본

격 으로 개되었다[31]. 자기조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

습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체계 으로 통제, 활성화 시키는 과정
[32]

이다. 사

이버 학습환경은 학습자가 능동 으로 자신의 학습을 

리, 진행해야 하는 학습공간이므로 학습자가 높은 학

업성취도를 얻기 해서는 높은 수 의 자기조 학습능

력이 요구된다[33～35]. 자기조 학습에 한 기존의 연구

들은 자기조 학습을 바라보는 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인지, 동기, 행동 심으로 나 어 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지, 동기, 행동을 포함한 포 인 자

기조 학습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1. 학업만족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숙달 근목표지향성과 학업만족도는 체로 정 인 

계가 보고되고 있다. Roebken
[36]

이 2309명의 캘리포니

아 학교의 재학생들의 학습참여, 교수기술 등을 제공하

는 UCUES(University of California Undergraduate 

Experience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숙달목표와 수행목표 모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은 그들의 학습경험에 만족하 으며 많은 참여를 보이

고 학 도 높게 받았다고 보고하 다. 한 신종호, 유

승민, 서은진[37]은 서울 소재 두 고등학교에 재학 인 

남녀 550명을 상으로, 내재  수단성과 외재  수단성

의 지각정도에 따라 숙달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수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학업활동이 

미래 직업 는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지각인 내재  

수단성이 숙달목표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숙

달목표지향성을 매개로 학업만족도에도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과 달

리, 학습목표지향과 학습만족도의 계에 한 Klein, 

Noe와 Wang[38]의 연구에서는 숙달목표지향이 교육 후 

반 인 학습만족도를 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숙달목

표지향성이 낮은 학생이 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숙

달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이 주변 환경 등에 신경쓰지 

않고 학습에만 집 했기 때문인 것으로 논의되었다.

과제가치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선행연구

들에서 검증된 바 있다. Bong[6]은 168명의 한국 여 생

들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가 학업성취도와 

추후등록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 결과 과

제가치가 학습자의 간시험 성 과 추후 등록의도를 

측함을 확인하 다. 한 Wigfield와 Eccles
[39]

는 아동

의 성취과제가치이론의 개발을 해 이론  분석을 실

시하 는데, 이론과 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아동들이 기 와 과제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에 학업성취도와 선택과 련된 결정을 좀 더 잘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자기조 학습과 학업만족도에 해서는 조일 , 임규

연[39]이 기업의 건설기술 련 6개 과정을 수강하는 157

명을 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GBS(Goal- 

Based Scenario) 설계모델을 용한 이러닝 학습환경에

서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

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업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제의 실제성 인

식수 과 자기조 학습능력임을 확인하 다. Puzziferro 
[9]는 815명의 온라인 과정을 듣는 학생을 상으로 

자기조 학습 략이 학업성취도와 학업만족도를 측

하는지를 보았는데, 시간과 학습환경 리, 노력의 리

에 한 수가 높으면 학업성취도를 높게 받았다. 그

리고 시연, 정교화, 인지 자기규제, 그리고 시간과 학

습환경은 학업만족도와 정 인 상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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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성취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숙달 근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계는 국내

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Witkow, 

Fuligni[25]는 700명의 10학년학생들을 상으로 2x2 성

취목표지향성 모델을 실험한 결과, 숙달목표는 학업성

취도에 정 향을 미치고, 수행목표는 학업성취도에 

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Wolters[26]는 

525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성취목표이론에 

의거한 동기, 인지, 성취 련 요소들을 연구하 는데, 

수행목표지향성보다 숙달목표지향성이 성과에 더 큰 

향을 다는 것을 보고하 다. 조한익[41]은 충남지역에 

소재한 등학교 6학년 학생 326명을 상으로 한 성취

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변인들의 구조  

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의 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숙달 근목표지향성은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한 강명희, 박효진과 김민정[23]은 온라인

에서 과목을 수강한 2, 3, 4학년 여 생 79명을 상으

로 웹기반 력학습 성취도에 한 학습자의 성취목표

지향성과 상호작용 심성의 측력을 규명한 결과, 숙

달 근목표가 성취도를 측하 다. 

그러나 숙달 근목표지향성과 성취도와의 부  계

성이 보고되기도 하 는데, Elliot과 Church[42]는 평균 

20세의 204명의 심리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숙달목표는 학과목이나 수업시간에 한 내재  

동기를 높이지만 학 으로 측정한 학습성과와는 계가 

없었으며, 수행지향목표는 내재  동기와 상 없이 학

습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가치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력은 일 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 자[17]는 온라인 학습자의 과제

가치와 학습 략의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측을 

분석하기 해 H사이버 학교의 2010학년도 1학기 재

학생 278명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과제가치는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kselturk와 Bulut[10]도 온라인코스에서 학

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과

제가치가 학습성과와 정 인 상 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Pintrich와 De Groot[43]은 173명의 7-8학년

을 상으로 학습에 향을 미치는 동기 , 자기조  

학습요소들에 한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수행에 직

인 향을 주지 않았으나, 자기규제와 인지 략 등을 

통해 간 으로 학업성취도에 향을 주었다고 보고하

다. 

자기조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의 계 역시 국내외

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조일 , 임규연
[40]

은 학업성

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조 학습의 략  

측면인 시간 리와 노력규제를 확인하 고 자기조 학

습 략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한 Hu[7], Pintrich와 De Groot[43], Pokay와 

Blumenfeld[44], Yukselturk와 Bulut[10] 등도 자기조 학

습 략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

습 략은 학업만족도를 측할 것이다.

가설 2.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

습 략은 학업성취도를 측할 것이다.

그림 1. 가설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그리고 자기조 학습 략이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측력을 분석하기 

하여 H사이버 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개설되

는 3개의 과목, 즉 정보이론, 정보통신개론, 마이크로

로세서 과목 수강생들을 편의 표집하 다. H사이버

학교는 2007년 원격 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학으로 

선정되어 반 인 학사 운 이 국내 사이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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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체계 이고 성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기

말 2주간 실시한 설문에 3개의 과목에 등록한 373명의 

학생  28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76.41% 다. 본 

연구는 간 혹은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응답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19명을 최종 연구 상

자로 삼았다.

성별은 여자가 9.0%(22명), 남자가 91.0%(222명)로 

남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최소 20세부터, 최고 63세까

지 다양한 분포를 보 으며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  

31.1%, 30  48.0%, 40  18.0%, 50  1.6%, 60  1.2%

로 30 의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2. 연구절차 

H사이버 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개설되는 3개

의 과목, 즉 정보이론, 정보통신개론, 마이크로 로세서 

과목 수강생들 상으로 2011년 학기 강의 종료  2

주 동안 웹서베이를 실시하 다. 한 모든 과정이 종

료된 후, 수강생의 간, 기말시험 수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SPSS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업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Shin[4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총 8문항으로 기존 연구에서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a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
는 .94이었다. 문항의 시는 ‘본 과목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와 같다.

학업성취도는 2011학년도 1학기에 실시된 100  만

의 간, 기말고사의 합산 수를 사용하 다. 

숙달 근목표지향성은 Eliot과 McGregor[22]가 개발한 

2x2 성취목표 임워크의 목표지향성 측정도구  숙

달 근 3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5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정도구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ɑ는 .92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85 다. 문항의 시는 ‘나는 이 수업

으로부터 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와 같다.

과제가치는 Eccles, Adler와 Meece
[46]

가 개발한 과제

가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6

문항이며 5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과제가치는 과제 

성취에 해 개인이 과제에 해 단하는 유용성 2문

항, 개인이 느끼는 요성 2문항, 개인이 과제에 해 

느끼는 흥미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도구의 문

항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ɑ는 유용성 .75, 요

성 .74, 그리고 흥미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유용성 .70, 요성 .77, 그리고 흥미는 

.72 다. 문항의 시는 ‘본 수업에서 배운 것은 다른 수

업에 비해 유용하다.’와 같다.

자기조 학습 략의 측정을 해서는 Pintrich와 

DeGroot[43]가 개발한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 도구  자기조

(self-Regulation)에 련된 9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

고, 측정도구의 Cronbach's ɑ .83이었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ɑ는 .78이었다. 문항의 시는 ’나

는 공부할 때 내가 아는지를 확인하기 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와 같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차

에 따라 분석하 다. 

먼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 값,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 다. 나아가 분산팽창요인

(VIF: Variance Inflaction Factor)을 확인한 뒤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는 SPSS를 사용하여 <표 1>에서와 같

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정상성을 확

인하 으며 각 변수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

고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변수들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측변수와 

거변수가 유의한 상 계임을 확인하 다. 변인들의 

왜도는 값 최소 .05에서 최  .41, 첨도는 값 최

소 .19에서 최  1.39의 값을 보여,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으므로 추정에 향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46]. 상 분석에서 상 이 높은 변인

들 간의 다 공선성이 의심되어 회귀분석 시 다 공선

성을 진단한 결과 분산팽창요인이 모두 10이하를 나타

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이로써 회

귀분석 검증의 기본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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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1 2 3 4 5

1. 학업만족도 -

2. 학업성취도 .153* -

3. 숙달 근

  목표지향성
.361* .332* -

4. 과제가치 .504* .163* .613* -

5. 자기조

  학습 략
.350* .252* .380* .461* -

평균 3.94 108.31 4.13 3.70 3.32

표 편차  .59  34.48  .63  .50  .47

왜도 -.05   -.05 -.41  .26 -.19

첨도 -.60   -.87 -.26 -.19 1.39

     *p<.05

표 1. 측정변인의 상호상 행렬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n=219)

2.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학업만족도 예측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목표지향

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이 학업만족도를 측하

는지 분석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은 학

업만족도를 측하 다. 이들은 학업만족도를 27%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215)=27.063, p<.05) 과제

가치(𝛽=.401, p<.05), 자기조 학습 략(𝛽=.141, p<.05)

순으로 학업만족도를 측하 다. 그러나 숙달 근목표

지향성(𝛽=.061)은 학업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𝛽 t p

B
표

오차

숙달 근목표

지향성
.057 .069 .061 .827 .409

과제가치 .468 .090 .401 5.184* .000

자기조 학습

략
.179 .084 .141 2.139* .034

R²(adj.R²) =.274(.264), F=27.063, p =.000

     *p<.05

표 2. 측정모형의 합도 추정결과

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n=219)

못하 다. 

3.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학업성취도 예측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목표지향

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의 학업성취도 측여부

를 분석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표 3>과 같이 숙달 근목표지향성, 자기조 학습

략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 다. 이들은 학

업성취도를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1.048, 

p<.000) 자기조 학습 략(𝛽=.301, p<.000), 숙달 근목

표지향성(𝛽=.196, p<.05)순으로 학업만족도를 측하

다. 그러나 과제가치(𝛽=-.096)는 학업성취도를 유의미

하게 측하지 못하 다. 

독립변수

비표 화계

수
𝛽 t p

B
표

오차

숙달 근목

표지향성

10.58

8
4.394 .196 2.410* .017

과제가치
-6.4

76
5.723 -.096 -1.132 .259

자기조 학

습 략

22.08

8
5.293 .301 4.173* .000

R²(adj.R²) =.134(.121), F=11.048, p =.000

     *p<.05

표 3.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the fitness of the measurement of  

the structural model.
(n=219)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목표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의 학업만족

도와 학업성취도에 한 측력을 검증하는 데 그 목

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과제가치와 

자기조 학습 략은 학업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측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
[40, 48, 6, 

39]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그러므로 교육을 기획, 설계할 때에는 가장 먼  학

습자 요구분석을 명확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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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교육에의 흥미, 

요성, 유용성이 무엇인지 악하여 과제가치를 최 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습자들의 학습선택권을 최 한 존 해 주는 

교육과정 운 과 함께 학습이 경력과 연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

목표지향성은 학업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지 못하

는데 이는 선행연구
[24]

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한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숙달목표지향성은 

학업만족도에 한 직 효과가 아니라 간 효과가 있

었을 것이라는 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선행연구  

Elliot과 Church[42]의 연구에 따르면 숙달목표가 학습성

과에 직 으로 향을 주지 못하고 내 동기에 향

을 주어 간 으로 학업 만족도에 향을 미쳤으므로, 

이같은 간 효과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숙달 근목

표지향성과 자기조 학습 략은 학업성취도를 유의미

하게 측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

구들
[5, 7, 9, 43, 49～50]

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과제가치

는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지 못하 는데 이는 

선행연구
[5～6, 10, 43]

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선

행연구 부분이 통 인 수업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

인데 반해, 본 연구는 사이버 학 환경에서 연구를 실

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통 인 수업환경에

서는 학습자의 연령과 직업, 가치 , 생활환경 등에서 

차이가 다소 은 반면, 사이버 학생들은 연령과 직

업이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환경 인 변수들이 향을 

미쳐 개개인이 느끼는 과제가치의 인식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일 성 있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H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자기

조 학습 략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기

조 학습 략을 극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버학

습환경의 설계와 운 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사이버 학교 공학계열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

략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제

공되는 학습내용과 과제 등을 극 으로 조직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고, 이러

한 학습자들의 인지  수행을 돕는 인지 략  자원

리 략을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 환경

을 설계  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한 효과

인 방법으로 학습시작  자기조 학습 략에 한 

오리엔테이션 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거나, 학습 모

니터링 는 학습시간  학습환경과 학습자원 리를 

지원해주는 도구를 시스템 상에 마련해주는 방법을 고

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성과를 만족도, 성취도에 한

정하 으나, 성과변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습지속의

향, 학습에 한 태도, 몰입정도, 참여도, 비용효과성, 

ROI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지 

못했던 과제가치는 자기조 학습 략 등 다른 변인에 

의해서 성취도에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42]

, 변

인들 간의 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H사이버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

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타 사이버 학교의 학

생들에게는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타 사

이버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논

의를 확 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는 다회귀분석을 통해 숙달 근목표

지향성, 과제가치, 자기조 학습 략의 학업만족도와 학

업성취도에 한 측만을 확인했지만 구조방정식을 통

해 각 변인끼리의 향 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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