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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김 미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정환

2020년 호흡기 감염질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

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원

격수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

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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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습환경 인식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

수업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4곳에 재학하고 있는 4~6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척도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

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312부를 분석하였으며 SPSS.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원격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

경인식은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원격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환경

을 학습자 중심의 긍정적인 학습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설계해

야 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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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교육방식을 다

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원격수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바 있다(이인지, 2020).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교실 수업의 도구적 측면에 불과한 소극적인 형태의 수업이 대부분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미이수·미개설 과목 학습 희망 학생, 건강장애 학생,

학생선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원격수업

을 도입했다(김두연, 1997;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쌍철, 2018; 한국교육개발원,

2019).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원격수업은 정규 교육과정과 별개로 일부 학

교, 일부 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춘 대안적 교육 방법으로서의 원격수업

이었으며, 일부 교과목, 일부 주제에 한정되어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정규 수

업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했다(이인지, 2020).

그러나 2020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할 것을 선언하면서 상황

이 완전히 달라졌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호흡기 감염질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2020년 11월 10일 현재,

세계적으로 약 5,100만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약 126만명에 이른다(질병관리청, 2020).

우리나라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11월 10일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7,653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485명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청, 2020).

현재까지 파악된 코로나19의 감염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접촉에 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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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학교 교육 현장이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신학기 개

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교육부 보도

자료, 2020. 2. 3). 그 이후에도 개학일을 3월 23일, 4월 6일로 3차례 연기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격교육을 통한 정

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 표Ⅱ-1처럼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초등학교는 2020. 4. 16부터)을 결정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31).

고강도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의 일한으로서 진행된 온라인 개학이란 학생들

이 물리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는 형태로 공교육 과정이 시작됨을 뜻한다(정혜욱,

,202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보통신(IT) 강국이며, 스마트기기 보

급률과 정보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 학생에게 헌신적인 전문가가 45만 명이나 있다."며 온라인

개학 선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SBS 뉴스, 2020. 4. 2).

교육부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격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

업 운영 기준 마련, 초등 저학년 EBS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교

사들이 원격수업에 집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원격수업 집중의 달’ 운영, 원격수업 기자재

선(先)구매, 후(後)예산확보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여건을 만들

어 갈 것임을 약속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4. 6).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온라인 개학 속에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

이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학부모 상담, 원격수업 콘텐츠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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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정업무, 쌍방향 수업 진행, 학생 출석 확인, 학습과제 피드백 등 등교 개

학보다 더 정신없는 일과가 반복됐다. 학부모들 또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가

정에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갈 수 없었고, 원격수업을 위한 가정

내 학습 환경 구축, 자녀 돌봄, 학업 지원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학생들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석체크를 하고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절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2020년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등교수업이 다시 시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이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원격수업이 시작된지 어느덧 8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원격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 업체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절반 이상이 원격수업에 부정적

인 반응을 보였고(중앙일보, 2020. 4. 24), 비영리 민간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

들’과 교육협동조합 ‘마인’이 학생 747명을 대상으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39.5%로 낮게 나타났다

(한겨레, 2020. 4. 23).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설문을 토대로 학생들이 처한 환

경에 따라 이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비슷한 맥락

으로 원격수업에서의 집중도가 낮은 이유가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온라인

접속 상태 불안,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어려움 등 개인이 처한 학습환경에 있다고

언급되었으며(오마이뉴스. 2020. 4. 23), 학생들이 처한 원격수업의 환경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뉴스

1, 2020. 12. 21).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은 이번에 처

음 생긴 것이 아니다. 2004년 8월에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식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인 사이버가정학습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정진아, 2010). 이 전에도 우편교

육, 통신교육, 이러닝교육, 사이버학습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원격수업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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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

며, 특히 원격수업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들 변인은 크게 학습자 변인(이인숙, 2003; Zimmerman, 1990; Pintich &

DeGroot,1990), 교수적 변인(임정훈, 1998), 학습환경(서혜전, 2001)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이인숙(2003), 유평준(2002), 김미영(2007)등은 학습자 변인 중에서도 새

로운 교육환경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학습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조하며 이것이 학습 만족과 성취에 미치는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진아, 2010). 그러나 보통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격수업 상황에 적합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개학처럼 초등학생들도 원격수업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컴퓨터,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

면서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선정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이들 사

이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인식이 이를 조절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미래 사회의 원격수업과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격수업의 질

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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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습환경 인식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가?

가설 2-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습환경 인식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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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

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

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Ⅰ-1과 같다.

그림 Ⅰ-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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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다. 보통 Knowles의

정의를 따르는데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도움과는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

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실행하여, 성취한 학

습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모든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곽병희, 2017). Spencer

와 Jordan(1999)도 유사한 맥락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학습

을 시작하고 요구를 진단하며 학습목표를 형성하고 자원을 규명하며 적합한 활

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ibons(2002)는 언제,

어떤 환경,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 기술, 성취

혹은 개인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고, 적합

한 활동을 수행하여, 그 학습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 능력이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나. 원격수업

정종구(2010)에 따르면 원격교육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 이외에도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매개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원격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체계적인

학습 관리 및 상담을 통해 온라인 수업 교과에 대한 이해를 도와 학습의 효율성

을 증대하고 해당 교과목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영식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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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수업 만족도

만족도란 학습에 있어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거나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Wolman, 1989).

본 연구에서의 원격수업 만족도란 원격수업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학생들이 가

지고 있던 수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 정도를 의미한다.

라. 학습환경인식

학습환경(learning environment)이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상황을 의미하

며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물리적 및 심리적 제반 여건

을 말한다(김미영, 2019). 물리적 환경은 온도와 습도, 조명과 채광, 공간면적, 각

종 매체와 시설 등을 말하고(김정환, 1989), 심리적 환경은 학급구성원이 학급체

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각하는 교실분위기, 교사의 행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태도,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 등을 의미한다(Myers&Fouts,

1992).

본 연구에서의 학습환경인식은 학습자의 심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며 원격수업

이라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지각하고 있는 학습환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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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습

가.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자기주도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교육의 목표로 보는 관점,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 교육의 목표이자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 교육의 목표이자 학습

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허유정, 2010). 먼저 교육의 목표로 보는 관점에서

는 자기주도 학습을 학습의 결과로 보고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두 번째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학습을 위해 적

절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학습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기주

도학습으로 본다. 마지막 교육의 목표이자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통합적 관점의

경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획하고 평가까지 하

여 학업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박지연, 2017).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학습에 주도

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분석하고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여 적절한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개념을

처음으로 구체화 시킨 학자로 자기주도학습을 6가지 단계로 정의하였는데 그 단계는

1)분위기 조성, 2)학습요구 진단, 3)학습목표 설정, 4)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확인, 5)적합한 학습전략 선택 및 실행, 6)학습결과 평가이다(이재영, 2013).

Zimmerman(1986)은 자기주도적 학습자란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라고 정의했다. 그에 따

르면,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 시키기

위해 독특한 과정, 절차 또는 반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학습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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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며, 학습자가 자기 주도된 과정, 절차, 반응을 어떻게 왜

선택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권혜주, 2020). 더 나아가

schunk(2000)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수업 참석과 집중, 생산적인 학습 환경조성,

개인의 노력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의 경허 등을 포함하며 학습자가 목표달성을

위해 경험하는 생각, 감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무

엇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동기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성태(2011)는 자기주도적학습이란 개별학습자가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으로

하나의 목표 지향적이고 복합적인 활동이며, 학습자 자신의 의식적인 지시와 규

율 아래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한다고 했다. 즉,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문제를 선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이다.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학습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학습이다(안중현,

2015).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자기주도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선행연구

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환경인 원격수업의 학습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개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기주도학

습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Zimmerman과

Schunk(1989)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환 외(2003)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에 책임을 더 많이 떠맡으려 한다. ②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함께 배우려고 한다. ③ 자신의 발전을 분석, 규정, 평가하는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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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치관이 명백하며 일치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⑤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적,

집단적 계획을 수립한다. ⑥ 자기 규율을 실행한다. ⑦ 다양한 학습 자료의 사용

에 익숙하다. ⑧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한 것을 보고한다. ⑨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도를 요청할지 알고 있다. ⑩ 집단역동을 분석하고 이용한다

등이 있다.

박영태, 현정숙(2002)은 교육에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

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자기주도학습능

력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자기주도성이 학습을 통하여 어린 아동시절부터 꾸준히 길러진 것이다(전성옥,

2011).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학습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김선자, 1998). 셋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21세기 정

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제 학교교육은 인간 데이터베이

스와 같이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문제해결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전달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함양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하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더욱 갖추어야 하

는 능력임을 알 수 있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원격수업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

요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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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구성 요인

Bandura(1982)
극복전략,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기술, 목표설정, 계획,

자기평가, 자기조절, 자기 강화에 대한 능력

Corno(1986) 주의통제, 약호화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

Zimmerman(1986)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Pintrich(1989)

인지적 요인(주어진 과제 암송, 과제의 정교화 및 조직화),

자원관리요인(할당된 시간의 관리, 주어진 상황의

환경적 조건관린, 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의 분배관리,

필요한 도움의 요청), 동기요인(내재 동기지향, 과제

가치, 신념, 성공에 대한 기대)

Pintrich와 De

Groot(1990)

인지요인(학습 과제의 암송, 시연과 과제의 정교화,

조직화), 자원관리 요인(할당된 시간관리, 상황의

환경적 조건관리, 과제수행 노력의 분배관리, 도움요청),

동기요인(내적 지향, 과제의 중요성, 신념, 성공에 대한

기대)

다. 자기주도학습의 구성 요소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려는 연구는 많이 시행되어왔다. 그 중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검사(SDLRS)와 Oddi(1986)의 지속학습 조사도구(OCLI)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Guglielmino의 SDLRS를 한국의 학교교육 상황에 맞게 번역한 김지

자, 김경성, 유귀옥, 유길한(1996)의 SDLRS-K-96과 SDLIT(Self-Directed

Learning Inventory for teachrs)가 있다.

학자들마다 자기주도학습의 구성 요소를 다르게 말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요

인들을 중심으로 박지연(2017)이 정리하였다. 이는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자기주도학습의 구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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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1991)

인지적인 면(특수 영역의 지식과 전략, 일반적인

학습 전략, 초인지적 통제), 정의적인 면(자기 효능감,

내재 동기, 자아 존중감, 완성 경향성)

박승호(1995) 상위인지, 상위동기, 의지통제

양명희, 황정규(2002)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정미경(2003)

동기조절(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목표지향성, 시험

불안), 인지조절(시연, 점검, 정교화), 행동조절(시간과

고부 조절, 노력 조절, 학습 행동 조절)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요인을 공통적으로 자

기주도학습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양명

희(2000)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유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를 통해 세가지 구성요

인을 정립하였다. 이는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세 차원과 그 하위 8개

변인에 대해 탐색하였다.

첫째, 동기조절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서혜경

(2011)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내적가치와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여기에서는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등 학습자가 학습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강조한다.

둘째, 인지조절은 학습자가 학습할 때 보이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와 관련이 있다. 인지조절에는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으로 구분되

는데, 인지전략이란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시연과

정교화, 조직화 전략이 이에 포함된다(이진영, 2013). 메타인지전략은 학습자가

학습하면서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효과

적인 인지전략을 선택하고 통제하게 된다(양명희, 2000).

셋째, 행동조절은 행동 통제, 시간 관리, 도움 구하기로 구분된다(곽병희,

2017). 행동통제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서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양명희, 2000). 시간 관리는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자신의 학

습을 조절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도움구하기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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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이진영, 2013).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구성하는 요

인을 Zimmerman(1986)과 양명희(2000)가 제시한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요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교실 수업과 대비되는 원격수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습자 중

심의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촉진해

줄 교사나 동료가 학습자와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자가 스스로 지식의 생산자로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교육정보와 교육

메커니즘을 학습자 중심으로 수용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원격수업의 이론적

근거로서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미경, 김경현, 2005). 특히 원격학습 환경에

서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하므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학

습에 지속적인 참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원격학습 상항에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Maki & Maki, 2003).

초기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이나

교수방법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어떻

게 학생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되고, 학생들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조정하

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진아, 2010).

Azevedo 와 Cromley(2004)는 자기주도학습 훈련의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 자

기주도학습 훈련을 받은 그룹의 학습자들이 통제 그룹의 학습자들에 비해 더 높

은 학습 성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자의 학습 환경

에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훈련되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Zimmerman&

Martinez-Pons(1986)와 김경숙(1998)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이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으며, 정미경(2005)은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사이버학습간의 상호보완과 학습자의 자기주도력 신장에 초점을 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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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사이버학습에서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또

Anderson과 Spronk(2002)는 원격교육이 지닌 교육적인 잠재성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통신기술은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격교육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그 목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해서

는 학습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서 김소희(2007)는 원격교육에서 개별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특성

과 변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먼저 원격교육 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자율성과 독

립성이라는 핵심개념을 추출하였고 이 두 개념은 자기주도학습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자기주도성이라는 학습자 특성으로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격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온 반면에 자기주도학습력이 학습 만족이나 학습 성과를 예측

하느냐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이 학습 성과

에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살

펴보면, 김민경, 박성희(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수준에 따라 세 집

단으로 나눈 후 학습 성과를 측정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강명희, 김세은(2002)도 교실수업과는 달리 온라인 학습 상황

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과제 수행 성과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에서 중

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만족 간의 관

계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가 있다는 것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교사와 학생이 물

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더 연구해볼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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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수업

가. 원격수업의 개념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격수업과 유사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온라인 수업, e-learning, 사이버교육, 화상수업, 원격교육, 원격훈련 등이

그것이다. 그 중 본 연구에서의 원격수업과 가장 유사한 용어는 원격교육이다.

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된 채 다양한 매체에

의존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거리감을 극복하면서 교수-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교육을 말한다(이말순, 2015). 또한 정종구(2010)는 원격교육은 인터넷 매체를 이

용한 교육 이외에도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매개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격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원격교육의 발달은 시대별로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우편제도를 이용한 통신 교육의 시대이고, 제2기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대중 전

파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시대이며, 제3기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의 시대이다(정종구, 2010). 먼저 제1기 우편제도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시대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거슬러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

으나 새로운 인쇄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많은 학생들

에게 다량으로 학습 자료를 전달하는 일이 용이해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훨

씬 확장되었다(허운나, 1989). 다음 세대인 제2기 원격교육은 라디오, 전화, TV

등 대중 전파 매체를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중 전파 매체의 발전

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통신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이경아, 2005). 방송의 청취자와 시청자는 순간적인 채널 작동으로

교육방송의 학습자가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원격교육의 수혜자도 이전보다 훨

씬 대중화·보편화 될 수 있었다(한상길, 2004).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는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제3기 원격교육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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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쌍방향케이블 텔레비전, 통신위성 등의 각종 원격통신회의체제의 발전으

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진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이 시작되었

다(이경아, 2005).

본 연구에서의 원격수업 개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결정된 온라인 개학으

로 인해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수업의 정의를 따른다.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수업

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

미한다. 즉,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하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7.).

나. 원격수업의 특징

Keegan(1996)이 제시한 원격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원격교육은 면대면

교육과는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물리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격교육은 전통적 교육기관의 역할과 구분되는 교육조직을 필요로 한다. 김주연

(2005)에 의하면 전통적인 교육의 경우 교사 개인의 역량과 역할이 전적으로 중

요하지만 원격교육은 부문별 전문가의 공동작업 결과에 의해 제공된다. 셋째, 원

격교육은 매체를 필수적으로 이용한다. 교사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매체가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넷째, 원격교육은 양

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교재제

공의 수준을 넘어서 교수-학습 과정의 핵심인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정종

구, 2010)

2020년 교육부가 표Ⅱ-2처럼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을 결정한 까닭도 역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물리적 거리가 있다는 특징에 기반한 것이었다

(오지수, 2020). 2020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

보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

종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3차례 연기하였다. 그 후 4월 6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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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이루어졌고 그 후 2020년 12월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등교수업

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표 Ⅱ-2.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개요(교육부, 2020)

학 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고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중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초
4-6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4.20.~)

우리나라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하드웨어 보급 중심, 컨텐츠 개발 부

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문인력의 부족 등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수업은 e-learning의 의미로 인식되어왔고, 수업의

일부분이나 선행학습의 수단, 과제 수행의 도구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 이후의 원격수업은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던 교육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원격수

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원격수업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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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영 형태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

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 (예시)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③

과제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

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

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④ 기타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원격수업의 유형 및 운영 기준

교육부(2020)가 제시한 원격수업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

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

도로 인정하는 수업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원격수업 운영 형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 세부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

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는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

하여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는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 시간에 준하여 운영해야 한다.



- 20 -

이를 토대로 각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육부는 명시하고 있

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초등 40분, 중학교 45분, 고

등학교 50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원격수업 만족도

수업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작해가는

몇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서로 순환적

이거나 상호 교환적인 영향 또는 의사소통을 말한다(김홍선, 2003). 수업은 정해

진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

작해 가는 활동이다. 이 때, 내적 환경으로는 학생의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능

력, 자율성 등이 있고, 외적 환경으로는 학습교구, 학습 공간 등 물리적 여건을

말할 수 있다.

수업에 만족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학생에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Burr(1979)는 ‘만족’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만족이란

‘개인이 가지는 많은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보상사이의 일치 정도’라는

것이다. 둘째, 만족을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슬픔, 행복-불행’으로 보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에서는 만족이 개인의 내적현상이며 감정적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나 보상의 일치도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 중 하

나로 정의하기 보다는 측정도구나 여러 가지 조작 가능한 것 중의 하나로 보는

것으로서 결국 만족은 특별한 면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으로 느끼

는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파악하고 있다(오승준, 2014). 또한, 국주영(2009)은

구성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아실현의 기회가 풍부하

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주어진 직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상태가 만족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업 만족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실시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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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내·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그 수업에 대한 집중, 열정, 호의의 감정적 태

도를 갖는 만족감이다(장영문, 2004). 김홍선(2003)은 수업 만족은 학생의 성취

반응이므로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학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족

은 경험되는 것으로 학생의 감정적 과정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수업 만족도와 달리 원격수업 만족도는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에 차이가 있다. 정양수(2015)는 원

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학습자 요인, 환

경적 요인, 교사 요인, 콘텐츠(학습자료) 요인, 관리적 요인이 그것이다.

첫째, 특히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주도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등 학습자 요인이 수업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

친다. 둘째, 원격수업 상황에서의 환경적 요인을 김주리(2013)는 학습자료의 내용

과 질을 포함한 정보 요인,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요인,

그리고 이용 편의성 등의 서비스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 앞에서 수업은 학

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작해가는 몇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Hay, Hodgkinson, Peltier과 Drago(2004)는 상호작용이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높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는 수업내 상호작

용을 촉진하여 가상 공간 속 학습자의 인간적 유대를 증진시켜야 한다

(LaBarbera, 2013). 넷째, 정해용, 김상훈(2002)는 흥미로운 수업 자료는 교육 만

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원격수업에 있어 흥

미로운 학습 자료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관리적 요인에

는 물리적 측면인 원격수업 기기(컴퓨터, 스마트패드 등) 관련 요인 뿐만 아니라

박현정(2000)는 학습의 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 등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임연욱, 이옥화(2008)는 사이버학습과 같이 학습자가 학습

을 주도해야 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 만족도는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

습 만족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코로

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원

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학생들의 원격수업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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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환경인식

가. 학습환경의 개념

오랜 시간을 통해 한 집단은 그 집단 안에 의미있는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며, 그 집단의 사고, 감정, 행동 등은 그 집단 고

유의 문화, 사회적 풍토의 영향으로 다른 고유의 문화를 가진 집단의 사고, 감정,

행동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는 각기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학교의 독특한 학습환경을 갖고 있고, 학교 내이 각각의 학급 또한 고유의 학습

환경을 갖게 된다(박혜숙, 1997).

학교의 학습환경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거나 저해하는 학교의 집합

적 규범, 제도나 조직의 형태 그리고 수업실천 행위에 반영되는 신념이나 태도이

다(김병성, 1991).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상정에서 비롯된다. 첫째, 하나의

교육환경(학교 또는 학급)은 하나의 고유한 학습풍토를 갖고 있다. 둘째, 풍토는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거나 저해하는 형태나 행위로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것들이 모여서 독특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전체의 학습풍토를 규정해준다.

셋째,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에 포함되는 모든 요인은 전체적인 학습풍토를 형성하

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기서 교육환경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요인은 학교 구

성원(교사, 학생, 행정가)이 지니고 있는 태도, 신념 및 기대 등의 지각적 요소가

있고, 교육과정 일반의 선정, 조직 및 운영, 행·재정적 지원과 실천에 관련된 제

도적 형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인 혹인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의사소통 형식,

상벌 방식 등에 관련된 행동적 실천까지 포함된다.

수업이라는 개념에는 교사의 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의 활동도 함축된 개념이

므로 수업을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환경을 함께 창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변

영계, 김영환, 1996). 따라서 학생은 수업상황에서 끊임없이 교사, 학생, 학습내용,

학습자원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환

경을 창출하기도 한다(조하희, 1998). 그러므로 학생에게 학습환경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학습환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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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체제라는 것에는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먼저, Bloom(1964)에 의하면 환경적인 요인은 학교 학습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은 학교 학습을 강화하거나 증진시켜 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흥미나 태도, 그 밖에 성격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유전적, 또는 유

기적인 증거는 희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결정해주는 데는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김용희, 1991).

박혜숙(1997)은 학습환경이란 학교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태도, 신념 및 기대

의 지각적 요소와 교육과정 일반의 선정, 조직 및 운영,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과

실천에 관련된 제도적 형태, 마지막으로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의사소

통형식, 상벌양식 등에 관련된 행동적 실천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

교의 학습환경은 궁극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학습환경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학습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상태를 의미한다(한국기업교

육학회, 2010). 즉 학습자들의 학습을 돕는 전반적인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특

히 학교에서의 학습환경은 학생들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

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김미영(2019)은 학습환경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상황을 말한다고 하였고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또한 구체적 맥락 안에서 교수-학

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경험과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요로운 학습환경의 조성은 학생들의 사고와 정서적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요소가 된다.

학습환경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학습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심리적 환경까지 고려한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원격수업 학습환경에서는 학생의 주도하에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

생이 학습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강

명희 외, 2010), 학습환경인식은 원격수업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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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수업 상황에서의 학습환경

유례없던 온라인 개학(2020.04.16.)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모든 학

생들과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익숙했던 교실환경을 벗

어나 각 가정에서 수업에 참여하였다. 가정에서의 학습환경은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심리적 상황 등이 갖춰져 있는 교실과는 다르다. 오늘

날 학생의 학습 공간인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가장 보편적인 매개체는 인터

넷이다. Kahn(1997)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환경의 주요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멀티미디어, 온라인 검색, 시공간 제약극복, 범세계적인 접근 가능성, 정형화된

온라인 자료, 다양한 전문가적 학습자 통계적 등을 들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인터

넷의 활용으로 다양한 교육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제공되고 있으며, 인

터넷을 통한 교육목적의 대화 규모 또한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서나래(2020)에 의하면 원격수업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개념 요소와 특성들

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은 도구적인 가치

를 지니는데 인터넷의 폭넓은 교육자료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멀티미디

어 자료(문자, 그림, 애니메이션, 소리, 동영상 등)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

으로 언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학습자들의 동기유발과 협력학습에 효과적이다(김정렬, 2001).

둘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

나 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다수의 학습자가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학습 공간, 강사 등 물리적 여건이 유연하여 비

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박혜정, 최명숙, 2008). 셋째, 학습자들에게 보

다 많은 자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시스템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및 자율적 학습이 가능하게 해 준다.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학

습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찾아볼 수 도 있으며 일대일 첨삭지도 등의 개별

적 피드백으로 인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박혜정, 최명숙, 2008). 넷째, 다양

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화상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뿐만 아니라 인

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폭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이나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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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수 있는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채팅, 쪽지,

이메일 등)으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임

현정, 2006).

하지만 이번 온라인 개학(2020)으로 인해 이루어진 원격수업은 전국의 모든 교

사들과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온라인 수

업들과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등교를 할 수 없는 특

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교사와 학생이 일괄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원격수업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적역량보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환경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원격수

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

우리나라에서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는 윤혜경(2002)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맥락(초·중·고등학교, 이론·시험수업 등)에서 학습환경 평가 연구들이 행해졌다.

선행연구에서 학습환경에 대한 논의는 학습지원환경(Tracey & Tews, 2005), 학

습지향성(Baker & Sinkula, 1999; Hurley & Hult, 1998), 학습조직(Senge, 1990;

Marsick & Watkins, 2003; Yang, Watkins, & Marsick, 2004)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박현주, 김진모, 2018; 조윤형, 최우재, 양복만, 2012).

학습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교사의 지도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지만,

학습환경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과정, 기타 내적·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

는다고 보아야 하며, 학습환경을 연구할 때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주자, 2008).

학습 환경을 측정하는 연구는 Walberg와 Anderson(1968)의 연구를 시초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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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개념적 정의

응집성 학생들이 서로 알고, 도우며, 친하게 지내는 정도

다양성 학생들의 관심이 다양하고 이를 수업이 충족시켜 주는 정도

공식성 학생의 수업 중 행위가 공식적인 규칙에 의해 규제되는 정도

학습속도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정도

교재환경 적절한 교재, 설비, 공간 및 조명이 확보된 정도

불화 학생 간의 긴장 및 말다툼의 정도

목표지향도 수업목표가 뚜렷한 정도

편애 교사가 특정 학생에 호의를 보이는 정도

곤란도 학과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무관심 학습활동에 친근감을 못 느끼는 정도

민주성 학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도

파벌성 학급 내 타집단의 학생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정도

만족감 학과공부를 즐기는 정도

비조직성 학습활동이 혼란하고 짜임새가 없는 정도

경쟁도 학생 간의 경쟁에 중점을 두는 정도

다. 이들은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기존의 사회·심리적 이론

및 연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을 찾았다(이은상, 2015). 이들이 개발한

LEI(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는 총 15개의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표 Ⅱ-4와 같다.

표 Ⅱ-4. Walberg와 Anderson(1968)가 개발한 LEI의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

출처: 조하희(1991). 학습환경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재구성.

이후 Moots와 Trickett(1974)이 개발한 CES(Classroom Environment scale)는

9개의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표Ⅱ-4와 같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하위요인들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분함으로써 학습환경인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이은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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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개념적 정의

참여 학생들이 토의하고 활동을 하며 수업을 즐기는 정도

친화성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함께 활동하기를 즐기는 정도

교사 지원 교사가 학생들을 돕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신뢰하고 관심을 갖는 정도

과제 지향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고 교과에 집중하는 정도

질서와

조직성

학생들이 질서 있고 조용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교실 활동에서

조직화에 대한 강조
규칙의

명확성

명확한 규칙, 규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 교사가 규칙을 어기는 학

생들을 일관되게 다루는 것에 대한 강조

경쟁
학생들이 점수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

하는 정도

교사 통제 교사가 규칙을 강조하고 벌을 주는 정도

혁신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계획하며,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정도

표 Ⅱ-5. Moots와 Trickett(1974)의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

출처: 정주자(2008). 초등학교 수학 학습 환경에 관한 인식 및 선호 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

국교원대학교, 재구성.

Fraser(1990)에 의해 개발된 ICEQ(Individualized classroom Environment

Questionnaire)는 LEI와 CES가 교사 중심적인 교실을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개

별화되고 개방적이며 탐구에 바탕을 둔 교실과 관련된 학습 환경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정주자, 2008). 여기에는 총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표

Ⅱ-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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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적 정의

인격화
학생들이 선생님과 상호작용할 기회와 개인의 복지와 사회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강조

참여 학생들이 수동적 청취자이기 보다 참여하기를 장려하는 정도

독립성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통제하게 하는 정도

탐색 기능, 탐구 과정, 문제 해결과 탐색에 대한 강조

구별 학생들의 능력, 학습 양식, 관심, 활동 빈도에 대한 선택적 처치

요소 개념적 정의

교수적 지원 교수자가 학생의 학습에 반응하고 촉진하는 정도

학생협력 및

상호작용
학생간 토론,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도

개인적 관련성 학습내용이 나의 생활과 관련되는 정도

실제적 학습 학습활동에서 실제 사례를 다루는 정도

적극적 학습 문제에 대한 전략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정도

학생 자율성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하는 정도

표 Ⅱ-6. Fraser(1990)의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

출처: 정주자(2008). 초등학교 수학 학습 환경에 관한 인식 및 선호 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

국교원대학교, 재구성.

이후에도 학습환경 인식의 하위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Walker와

Fraser(2005)는 DELES(Distance Education Learning Environment Survey)를

개발하여 원격교육 학습환경의 맥락에서 학습환경인식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표Ⅱ-7. Walker와 Fraser(2005)의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

출처: 이은상(2015).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학습환경 인식이 인지된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접근방식의 매개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학습환경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습환경인식의 요소는 사회 변화

에 따라 다양하게 하위요인이 설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원격

수업 환경에서의 학습환경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격교육 학습환경 맥락에서

하위요인을 구성한 Walker와 Fraser(2005)의 DELES(Distance Education Learning

Environment Survey)를 번안 후 재구성한 이은상(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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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변인 간의 관계

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와의 관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이 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경호(2004)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재적 동기가 높아야 학습의 효과가 높다고 보았고, 손종식(1994)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

다. 이종연(2002)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상황

에서 공부하던지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

는 자기주도성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학습만족도가 영향

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원격수업 환경의 맥락에서 김미량, 김진숙(2007)은 고등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태도와 자기주도성이 학습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조아라, 노석

준(2013)은 온라인 수업환경에서의 학습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Kozma, Zucker, Espinoza(1998)의 연구에서도 사이버학습자

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았으며, McCoy(2001) 또한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보기술에 대한 효능감,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수업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수업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원격수업 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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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환경인식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

Spear와 Mocker(1984)는 학습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학습 과정과 자원을 선

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학습을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수업에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습환경과 수업 만족도, 학업성취 등에 관한 연구는 학습환경의 하위변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일관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Moos(1979)는 학생의 수업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학생의 만족도와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하였으며, 김경식(1994)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요인을 통제한 후에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환경 인식이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특히 학습환경의 하위요인인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 간 상

호작용 변인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은상, 2015).

강성욱(2010)은 최근 원격수업 환경의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은 중요한 개념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은 오프라인 수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원격수업에서도 핵심적인 과정이다. 원격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이

루어지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상호작용은 원격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희정, 2011; 정회인, 2014; 최은진, 2015). 김은영

(2000)은 초등영어학습에서 학생의 내적동기와 교실학습환경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특히 교사 요

인, 학습자료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별로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인성, 임정훈(2000)은 웹 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유형

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보다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최정임(1999)은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 중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e-러닝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학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원격수업 환경에서 교사는 단순히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자의 학습과정을 도와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강조한 기존 연구(박인우, 199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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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일, 1999)를 지지한다.

조일현과 임규연(2002)은 e-러닝환경에서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인 중 과제의 실제성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학습내용구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학습자의 e-러닝 효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이은상

(2015)은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주

도하고, 과제와 활동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전

략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학습효과 역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하며 학습환경인식의 하위 요소 중 실제성,

개인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

적인 인식은 수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환경인식과 수업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로 e-learning, 사이버학습 환경

등 디지털 환경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원격수업 환

경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앞에서 제시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것과 학습환

경인식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는 서로 성격이 다른 요인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이라 한다면(하성태, 2011; 안중현, 2015) 원격

수업 만족도는 학습자 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양수, 2015).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을 관계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이재영, 2013). 즉,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

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인이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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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능

력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원격수업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자기주

도학습능력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을 찾아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하게 개입한다

면 학생들의 원격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맥락으로 이인숙(2003)은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보다 이러닝 환경을 고려한 요인이 학업성취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영향

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변인을 찾기 위하여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

러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환경적 요인, 교사 요인, 관리적 요인에 따라

원격수업 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정양수, 2015), 원격

수업 만족도와 유사 개념인 e-learning 효과와 학습환경인식의 하위요소들이 유

의한 상관관계(천석경, 2007)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라는 내적 요인이 학습환경인식이라는 요인을

통해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Brookfield(1984)의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이 환경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했

다고 주장하여 이를 지지한다. 자기주도학습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

며, 학습자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

용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은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라 하였다(유주영,

2013). 이는 동일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지닌 학생이어도 학습환경을 어떻게 인

식하느냐에 따라 원격수업의 만족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의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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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은 1~6학년이 모두 참여하였으나, 1~3학년은 중간에

등교수업으로 전환되어 원격수업에 참여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4~6학년 학

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

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곳에 다니고 있는 4~6학년 322

명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배포된 설문지의 100%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자

료 중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31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여자가 160명(51.3%), 남자가 152명(48.7%)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성은 6학년이 146명(4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학

년이 87명(27.9%), 5학년이 79명(25.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Ⅲ-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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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백분율(%)

성별
여자 160 51.3

남자 152 48.7

학년

4학년 87 27.9

5학년 79 25.3

6학년 146 46.8

표 Ⅲ-1.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특성

(N=312)

나.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제주도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4~6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각 담임선생님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척도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 원격수업 만족도 척도, 학습환경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양명희(2000)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자기조절 측정도구’를 초등학생에 맞게 이재경(2000)이 수정·보완하

였으며 이를 사용한 곽병희(2017)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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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문항으로 하위척도는 인지조절 요인(17문항), 동기조절 요인(15문항), 행

동조절 요인(15문항)으로 3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변인별 점수는 1-5점, 총점은

47-235점의 범위를 가지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곽병희(2017)의 연구에서 총점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하위 변인 신뢰도는 인

지조절 .87, 동기조절 .89, 행동조절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각 하위변인별 문항구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조절 1-17 17 .898

동기조절 18-32 15 .892

행동조절 33-47 15 .665

전체 47 .935

※역채점 문항: 43, 44, 45, 46

‘인지조절’ 항목 17개 문항의 Cronbach's α=0.898, ‘동기조절’ 항목 15개 문항의

Cronbach's α=0.892, ‘행동조절’ 항목 15개 문항의 Cronbach's α=0.665, 자기주도

학습능력 전체 47개 문항의 Cronbach's α=0.935로 모두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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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수업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원격수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쌍철, 김정아(2018)의 도구를

박현정(2020)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하위척도는 전반적인 만족도(4문항), 콘텐츠 요인(2문항), 교사

요인(4문항), 시스템 요인(2문항)으로 4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

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콘텐츠 요인, 교사

요인, 시스템 요인의 하위 영역에는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을 추

가하였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연구 대상자들이 응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

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구별해내는데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였다.

박현정(2020)의 연구에서 하위 변인 신뢰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827, 콘텐츠 요

인 .715, 교사 요인 .733, 시스템 요인 .74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각 하위변인별 문항구성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원격수업 만족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전반적인 만족도 4, 5, 6, 7 4 .824

콘텐츠 요인 8, 9 2 .652

교사 요인 11, 12, 13, 14 4 .751

시스템 요인 16, 17 2 .636

전체 12 .881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 4개 문항의 Cronbach's α=0.824 ‘콘텐츠 요인’ 항목 2

개 문항의 Cronbach's α=0.652, ‘교사 요인’ 항목 4개 문항의 Cronbach's α

=0.751, ‘시스템 요인’ 항목 3개 문항의 ronbach's α=0.636, 원격수업 만족도 전체

13개 문항의 Cronbach's α=0.881로 모두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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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환경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Walker와 Fraser(2005)가 개발한

‘DELES(Distance Education Learning Environmnet Survey)’를 번안 후 재구성

한 이은상(2015)의 척도를 원격수업 환경에 맞게 단어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재구성한 척도는 지도교수와 초등학교 교사 2명에게 문항내용의 적절성을 자문을

받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지 여

부에 대해 검토 받은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하위척도는 교수자 지원(8문항), 학생 간 협력 및 상호작용(6문

항), 개인적 관련성(7문항), 실제적 학습(5문항), 적극적 학습(3문항), 학생 자율성

(5문항)으로 6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변인별 점수는 1-5점, 총점은 34-170점의

범위를 가지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의 긍정적인 학습환경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은상(2015)의 연구에서 총 34문항의 신뢰도는 .979였으며, 하위 변인 신뢰도

는 교수자 지원 .924, 학생간 협력 및 상호작용 .930, 개인적 관련성 .931, 실제적

학습 .934, 적극적 학습 .892, 학생 자율성 .89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와 각 하위변인별 문항구성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학습환경인식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교수자 지원 1-8 8 .864

학생간 협력 및

상호작용
9-14 6 .863

개인적 관련성 15-21 7 .873

실제적 학습 22-26 5 .881

적극적 학습 27-29 3 .826

학생 자율성 30-34 5 .799

전체 34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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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지원’ 항목 8개 문항의 Cronbach's α=0.864, ‘학생간 협력 및 상호작용’

항목 6개 문항의 Cronbach's α=0.863, ‘개인적 관련성’ 항목 7개 문항의

Cronbach's α=0.873, ‘실제적 학습’ 항목 5개 문항의 Cronbach's α=0.881, ‘적극적

학습’ 항목 3개 문항의 Cronbach's α=0.826, ‘학생 자율성’ 항목 5개 문항의

Cronbach's α=0.799, 학습환경 인식 전체 34개 문항의 Cronbach's α=0.942로 모

두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와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Cronbac’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센터링(centering)과정을

통해 값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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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 SD

자기주도학습능력 3.06 .644

원격수업 만족도 3.70 .606
학습환경인식 3.20 .598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

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

인식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초등학교 고학

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평균값은 3.06점(SD=.644)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5점 척도로 3점을 ‘보통이다’로 보았을 때, 연구 대상자들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만족도의 평균값은 3.70점(SD=.606)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만족도

는 5점 척도로 3점을 ‘보통이다’로 보았을 때, 원격수업 만족도는 다소 높은 수준

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원격수업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환경인식의 평균값은 3.20점(SD=.598)으로 나타났다. 학습환경인식은 5점

척도로 3점을 ‘보통이다’로 보았을 때, 학습환경인식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학습환경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317)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의 평균 점수는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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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자기주도학습능력 1

원격수업 만족도 .332** 1

학습환경인식 .682** .487** 1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주도학습능

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의 상관관계

(N=312)

**p<.01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r=.332, p<.01)을 보였다.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환경인식은 유의한 정적상관(r=.682, p<.01)을 보였다. 학습환경

인식과 원격수업 만족도 또한 유의한 정적상관(r=.487, p<.01)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조절효과 분석

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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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12)

독립변인 B SE β t P

상수 2.744 .159 17.259 .000

자기주도학습능력 .314 .051 .332 6.187 .000

R²(adj. R²)=.110(.107), F=38.273(p<.001), Durbin-Watson=1.59

3.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F통계값은 37.869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F(1, 310)=37.869, p<.001),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원격수업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6.187,

p<.001).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명량은 약11.0%

로 나타났다(수정된 R²=.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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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12)

단계 독립변인 β t
R²

(수정된R²)
△R² F

1 자기주도학습능력(A) .332 6.187***
.110

(.107)
- 38.273

2
자기주도학습능력(A) -.001 -.012 .237

(.232)
.127 47.908

학습환경인식(B) .487 7.164***

3

자기주도학습능력(A) -.013 -.201

.249

(.242)
.013 34.075학습환경인식(B) .490 7.160***

A×B .131 2.265*

4.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분석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종속변인인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

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학습환경인식을, 3단계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환

경인식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

점수를 중심화(Meancentering)하였고, 이로 인해 VIF값이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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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투입하였을 때 β=.332,

F=38.27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을 추가로 투입한 후의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으며

1단계와 비교하여 12.7%가 증가하였다. 원격수업 만족도에 학습환경인식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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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효과는 β=.487, t=7.16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자기

주도학습능력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학습환경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원

격수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환경인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4.9%로 2단계와 비교하여 1.3% 증가하

였고, β=.131, t=2.265(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습환경인

식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림 Ⅳ-1을 제시하였다.

그림 Ⅳ-1.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그림 Ⅳ-1은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환경인식의 상

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의 긍정적인 학습환경인식

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학습환경인식을 가진 집단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

수록 원격수업 만족도가 증가하며, 그 반대인 집단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

수록 원격수업 만족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환경인식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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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실제 원격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학생 개개인이 인식하

고 있는 학습환경이 각각 달랐다. 특히 위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평소에

수업태도가 바르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원격수업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

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자신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

고, 친구들과 온라인 상으로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원격수업을 이

끌어간다고 생각한 반면에 만족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뛰어

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친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자신이 수동적으로 수업

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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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온라인 개학의 시행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둘의 관계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환경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원격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수업 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지며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손종식, 1994; 이종연, 2002;

유경호, 2004)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다. 그리고 원격수업 환경에서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cCoy, 2001; 김미량, 김진숙,

2007; 조아라, 노석준, 2013;)를 지지한다. 이는 원격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인식과 원격수업 만족도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학습자 중심의 긍정적인 학습환경으로 인식할수

록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

습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oos,

1979; 김경식, 1994; 김은영, 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

는 학습환경이 조성되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학습환경이 수업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상(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원격수업 상황

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인식이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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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학습환경인식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원격수업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비슷한 수준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학

습환경을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인식할수록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보다 높은 집단

의 학생들에게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높았다는 송지성(2013)의

연구와 학생들의 심리적 수업환경이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박태희(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

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재천, 김범기(1999)의 연구와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보다 이러닝 환경을 고려한 요인이 학업

성취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이인숙(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인식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수업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

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고

려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 만족도에 있어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학

습환경을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학습장 중심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

도록 학생들의 실생활 관련성, 학생 자율성,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원격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원격수업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미래에도 감염병 외에 다른 이유로 원

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 단정짓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

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격차, 학습공백이다. 대면수업만큼은 아닐지라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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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교육의 의무이다. 그

러므로 학교 현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높더라도 부정적으로 학습환경을 인식한다면 원격 수업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꾸어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원격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격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학습자 중심의 긍정적인 환경으

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느껴야 하

고, 학습 내용이 학습자와 실제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교사와 학습자간 상

호작용이 활발해야 하며, 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가정 그리고 교사의 다각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지금까지

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4개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저학년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한

계가 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이 다르게 시행됐기 때문

에 연구대상 지역을 제주도가 아닌 전국으로 넓혀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0년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원격수업

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저학년 학생들임으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

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결과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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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을 조절변인으로 선택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다른 변인들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

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학습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부(또는 교육지원청, 학

교, 가정)차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물리적 지원(스마트기기, 원격수업 플랫폼

서비스 등)과 제도적 지원(교사의 자율성 보장,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아끼

지 않고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지원이 시급한지에 관한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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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n Analysis of the moderation effect in

Pre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Kim mi-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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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VID-19 break out worldwide in 2020, the Ministry of Education

determined to implement ‘Distance Learning’ to reserve students’ safety and

to protect public health from COVID-19.

All studnets in Korea experienced distance learning. Therefore, enhancing

quality of distance learning is emphasized. Purpose of this study is verifying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on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Research problem to accomplish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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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 1: Does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have a effect on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earch problem 2: Does pre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on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carry out the study, upp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were

conducted survey located in Jeju-do to measure their self directed learning,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and pre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312

answer sheets were finall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18.0 program to perform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between variables. And performed hierarchical analys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pre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As a results, first, there is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Second,

pre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had full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in confirming that there is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eachers who carry out distance learning with educational support.

And teachers should consider how to improve students’ positive-preception of

learning environment when making teach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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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원격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4~6학년 약 300여명이 참여할 것이며,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 설문지는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

답이 없고, 좋고 나쁜 답도 없으며 학교 성적이나 행동 평가에 반영되

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미진

1. 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여자 ② 남자

2. 나는 몇 학년인가요?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온라인 개학(2020.4.16.) 전, 온라

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① 네 ② 아니오

[부록 1]

초등학교 고학년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연구대상 실태조사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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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 수업은 이해하기 쉽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흥미롭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원격 수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원격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원격 수업 영향 요인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콘텐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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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격 수업 한 차시 분량은 적절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원격 수업 자료는 흥미롭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원격 수업 자료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분량, 흥미 등)



원격 수업 영향 요인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콘텐츠 요인-

원격 수업 영향 요인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교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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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생님께 질문했을 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선생님은 나의 학습 상황을 관리하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학습 전, 수업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선생님께서는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주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수업 중 선생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질문, 피드

백, 안내 등)



원격 수업 영향 요인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시스템 요인-

원격 수업 영향 요인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전반적 개선, 요구사항-

- 64 -

16.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밴드, 줌 등)은 사용하기 편리한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밴드, 줌 등)의 기능은 상호작용에 편리한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밴드, 줌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기능, 상호작용 편리성 등)

19. 앞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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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공부 시작 전에 무엇을, 어떻

게 공부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

해 본다.

2
내용이 복잡할 때는 표를 그리거나 

요약을 해본다.

3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이해한다.

4
공부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5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6
나는 책을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다.

7
나는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8

나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뛴

다.

9

나는 새로운 용어를 배울 때는 이

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떠올

려 본다.

10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

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1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

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

곤 한다.

12
공부를 할 때, 교과서나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

[부록 2]

자기주도학습능력 설문지

※ 아래의 각 항목들을 읽은 후 그 항목이 나타내는 내용이 본인과 어느

정도나 가까운지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지에는

시간 제한은 없으나,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생각나는 대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와 학원을 모두를 생각해서 ○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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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까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 본

다.

14

나는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

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

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15
공부를 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외우려 한다.

16

교과서를 읽을 때는 알고 있는 내

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 공부한다.

17

나는 시험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모

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한다.

18
나는 우리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19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

나는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21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면서 

공부를 한다.

23
나는 우리반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우

수한 학생이다.

24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를 모두 잘 할 수 있다.

26
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좋

아한다.

27
나는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

를 푸는 것이 더 재미있다.

28 나는 공부하는 법을 잘 안다.

29
힘이 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30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

을 할 것이다.

31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

32 나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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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는 공부할 분량을 미리 정해놓고 공

부를 시작한다.

34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도

서관 등에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

본다.

35
나는 시간표를 미리 정해놓게 그에 

따라 공부한다.

36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아

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37
나는 공부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둔

다.

38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

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

39
나는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생기

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40
나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

기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41
나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책을 찾

아본다.

42
나는 숙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다 

끝내 놓는다.

43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

작하기가 어렵다.

44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45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지 결정하기

가 어렵다.

46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면 숙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컴퓨터 게

임을 한다.

47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

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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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나의 질문에 

반응하려고 노력하신다.

2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나의 문제해

결과정을 돕는다.

3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나의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4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나의 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주신다.

5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나의 질문에 

충분히 설명해주신다.

6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내가 참여하

도록 격려하신다.

7
원격수업에서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

는 것은 쉬운 일이다.

8

원격수업에서 선생님은 나의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부정

적인 의견도 주신다.

9
원격수업에서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

10
원격수업에서 나의 학습은 다른 학생

들과 관련되어 있다.

11
원격수업에서 나는 다른 학생들과 정

보를 나누고 있다.

12
원격수업에서 나는 다른 친구들과 의

견을 교환한다.

13
원격수업에서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한다.

14
원격수업에서 나는 다른 친구들과 토

론한다.

15
원격수업에서 내가 학습한 것과 학교 

밖의  생활은 연결된다.

[부록 3]

학습환경인식 설문지



- 69 -

16
원격수업에서 나는 나에게 흥미를 주

는 주제를 다룰 수 있다.

17

원격수업에서 나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학습과 교실 밖에서 하게 되는 활동들

을 연결할 수 있다.

18
원격수업에서 나는 교실에서의 하게 

된 경험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

19
원격수업에서 나는 학교 밖 실제생활

에 대해 배운다.

20
원격수업에서 나는 학교 밖 세상에 대

해 배운다.

21
원격수업에서 나는 나의 학교 밖 경험

을 학습에 적용한다.

22
원격수업에서 나는 학교공부와 관련

된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23
원격수업에서 나는 실제 사실을 학습

활동에 사용한다.

24
원격수업에서는 실제 생활의 정보를 

다루는 과제를 수행한다.

25
원격수업에서 나는 실제생활의 예들

을 다룬다.

26
원격수업에서 나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을 한다.

27
원격수업에서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경험을 한다.

28
원격수업에서 나는 자신만의 답을 찾

으려고 노력한다.

29
원격수업에서 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

결하려고 노력한다.

30

원격수업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시켜

서 하기 보다는 내가 학습의 결정권

을 가지고 있다.

31
나는 수업 중 원하는 시간에 원격수

업 학습을 할 수 있다.

32
원격수업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수

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33
원격수업에서 나는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4
원격수업에서 나는 나의 방식대로 학

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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