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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Youngju, park, Hyesook & Chang, Soyoung. “The Effects of Learning Style Preferences,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on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College Student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2 (2017): 299-324.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style preferences,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ur hundred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learning style questionnaire was adopted from the Learning Style Survey(LSS) 
by Cohen, Oxford, Chi(2001) and the English learning strategy questionnaire was adopted from the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SILL) by Oxford(1990).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self-report on these 
questionnaires in the classroom.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It was found that (1) participants generally preferred analytical, 
reflective, visual learning styles in order than others, and learning style preferences slightly differed by 
gender, academic field, and English proficiency,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ses 
of strategy use by English proficiency, (3) learning styles explained almost 23.4 %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and 6.7 % of English proficiency, (4) learning strategy use explained 18.7 % of English 
proficiency,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English proficiency.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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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제2언어/외국어 학습과 교수과정에 학습자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제2언어/외국어 학

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의 특성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학습유형과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의 ‘훌륭한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습유

형과 학습전략 검사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성공적인 언어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다양

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독특한 자신만의 학습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reyer & Oxford, 1996; Green & Oxford, 1995).  또한 특정 

학습유형과 학습전략 사용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제시하며(Green & Oxford, 

1995), 학습유형은 학습자의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일 뿐 아니

라 학습자의 학업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

다는 것을 드러내었다(민경일, 1999; Cohen, 2003).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에

서 교사의 학습유형과 학습전략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

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Eggen & Kauchak, 2006). 

  그러나 제2언어/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유형, 학습전략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성

별, 나이, 영어 성취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학습자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고되고 있는 연구들의 결과는 서

로 상충하는 부분도 상당하여 이러한 부분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박영예, 

2016; 손중선, 2017; 전재영, 2014).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학습유형과 학습전

략의 사용에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상당하

다 (김윤희, 2009; 이종철, 2006; Dreyer & Oxford, 1996; Ehrman & Oxford, 

1990). 나아가 기존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주로 초・ 중・고등학생 위주여서 이

를 넘어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유형, 학습전략과 영

어 능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

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유형의 전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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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문제 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사용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유형, 학습전략의 사용은 영어 능숙도

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2.1 학습유형(Learning Styles)

 

  유형 또는 양식(Styl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행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학문적 분야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개념이

다. 현재 학습유형(Learning Style)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학습스

타일’, ‘학습양식’ 또는 ‘학습유형’이라고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학습유형’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학습유형은 학습이라는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 학습자의 안정적이고 기질적인 

반응 유형이다. 학습유형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중

의 하나로 Keefe(1979, p.4)는 “학습자가 학습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상호작용

하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이며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Oxford(2003, 

p.273)는 학습유형은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나 어떤 다른 주제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전반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면서 언어를 학습할 때 학습유형

은 학습자의 언어수행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초기의 학습유형 연구는 학습유형을 불변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 후 변화 가

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Cohen & Weaver, 2006; 

Kinsella, 1985). 특히 다문화 환경에서는 문화, 인종,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학

습자들의 학습유형이 다르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박영예, 1999; Reid, 1987). 

  학습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어 연구되었다(Ehrmann & Oxford, 

1990). 제2언어/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Cohen, Oxford와 Chi (2001)는 언어 

학습유형을 감각, 심리, 그리고 인지적인 세 가지 영역을 11개로 세분화하여 조

사하였다. 감각 학습유형은 어떤 신체적 감각의 사용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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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각, 신체운동감각으로 구분된다. 시각적인 감각을 선호하는 학습유형을 지

닌 학습자는 시각적인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청

각감각을 선호하는 학습자는 언어를 들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신체

운동감각 학습자는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만들면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심리적인 학습유형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대처하는지,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과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선호

도를 조사한다. 학습상황에 자신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구분된다. 내향형은 자신의 내적인 경험이나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외향

형은 외부의 타인을 통하여 동기화되며 충동적이며 관심이 다양하다.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선호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좋아하

는 직관형의 학습자와 단계적 활동을 선호하여 구체적인 단계가 있는 과제 수행

을 선호하는 구체형 학습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서 

폐쇄형 학습유형과 개방형 학습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폐쇄형 학습자는 명료하지 

않은 지침이나 논리성이 부족한 일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의 진

행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개방형 학습자는 타인의 

규제에 의한 학습을 꺼려하며 스스로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

는 것을 원하며 모호한 것을 참아내는 정도가 높다. 

  인지 학습유형의 범위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

는지,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언어 규칙을 어떻게 다루는지, 복수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응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포함하여 7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

라서 종합형과 분석형의 학습유형으로 구분된다. 종합형은 자료를 잘 요약하고 

의미를 추측하며 유사점을 바르게 알아내는 반면에 분석형은 논리적 분석에 뛰

어나고 대조 분석과 구별 연습을 선호한다. 또한 복수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에 따라서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의 학습자로 구분되어진다. 장독립성은 주의를 

흐트러트리는 개체들이 섞여 있는 장(field)에서 특정 요소나 항목을 잘 찾아내

는 능력이다. 반응 시간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충동형 학습유형과 숙고형 학습유

형으로 나누어진다. 충동형 학습자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빠른 속도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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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험을 무릅쓰고 추측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 숙고

형 학습자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학습자료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모험이나 추

측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진다. 

2.2 학습전략(Language Learning Strategies) 

  학습유형이 학습 상황에서 개인 학습자가 자연적, 습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

는 방식인 반면에 학습전략은 특정 학습목표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학습자가 취하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이다. Weinstein과 Mayer(1986)는 학

습전략을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사용하는 행동

이나 생각이라고 했으며, Oxford(1990)는 “학습자가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며 

검색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p.8). 

Oxford(1990)는 학습전략을 언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직접전략

(Direct Strategies)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관련이 없지만 언어 학습에 도움

을 주는 간접전략(Indirect Strategies)으로 구별하였다.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은 

서로 지원하며 하위전략 유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돕는다. 직접전략은 기

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으로 분류했으며, 간접전략은 상위인지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으로 세분화 하였다. Oxford(1990)는 이러한 6개 영역의 학습

전략을 측정하는 검사지인 언어 학습전략목록(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을 개발하였고 이 검사지는 현재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

어서 사용되고 있다. 

2.3 학습유형과 학습전략 선행연구 

  학습유형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연구한 초기 연구로 Ehrman과 

Oxford(199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 국무성 산하의 Foreign 

Service Institute의 78명의 연수자들을 대상으로 MBTI(Myers Briggs Type 

Inducator)와 SILL(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을 이용하여 학

습 유형에 따른 학습전략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학습유형과 학습전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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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한 결과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은 사용하는 전략과 관계가 있으

며 이들의 관계는 학습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외향형 학습자는 사회적 전략을 선호하였고, 내향형 학습자는 상위인지전략은 

선호하였으나 정의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은 선호하지 않았다. 또한 직관형 학습

자는 보상전략을 주로 사용한 반면, 감각형 학습자는 기억전략을 주로 사용하였

으나 보상전략 사용은 선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습자의 성향 분석을 통해 장점

과 약점을 파악한 후 선호하는 학습유형을 이해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더 나아가 Ehrman과 Oxford(1995)는 34개의 외국어를 배우는 855명을 대상

으로 MBTI를 측정하여 외국어 말하기와 읽기 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여러 성격 유형 중에서 감각(sensing)-직관(intuition) 유형만이 외국

어 말하기와 읽기 성취도와 낮은 상관관계(r=.20, p<.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각-직관 유형은 개인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나타

내는 것이다. 감각형은 경험을 통하여 얻는 정보를 중요시하고 자료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 반면에 직관형은 자신의 직관으로 인식한 정보를 중요시하고 

과제를 단계를 뛰어넘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를 영어 학습에 적

용하면 감각형은 표면에 드러나는 구조에 의지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반면에 직

관형은 언어에 내재된 규칙성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학습 행태로 나타날 것이

다. 

  국내의 연구로 Kim(1998)은 성격유형과 영어 듣기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고 내향형, 직관형이 외향형, 감각형보다 영어 듣기 이해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

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실 밖에서 영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

는 EFL 상황의 우리나라 영어 학습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묵(2011)

의 연구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에 내

향-외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의 학습자가 내향형의 학습자보

다 높은 영어 성취도를 나타냈다.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대표적인 학습유형의 하나는 장독립-장

의존성이다. 일반적으로 장독립성이 외국어 성취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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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지만 관련성의 정도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Chapelle과 

Roberts(1986)의 연구에서는 장독립성과 영어 시험간의 높은 상관관계(r=.78, 

p<.01)를 제시하였지만, Dreyer과 Oxford(199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낮은 

상관관계(r=.15)를 보고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함순애(2005)

는 폐쇄형, 장독립형, 종합형, 비유형1의 학습 유형이 학습자들의 전략사용의 

20%를 설명해 주며 영어 성취도의 10% 정도를 설명해 준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 학습유형과 전략의 사용을 학습자의 성별의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

들도 실시되었다. 국내의 연구로 서상희(2010)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유형과 성별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감각 선호도

에서 남학생은 모든 유형에 고르게 분포한 반면 여학생은 시각형에 집중되어 있

고, 학습상황 선호도에서는 여학생은 내향형이 많았다. 또한 정보처리방식에 있

어 남학생은 분석형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종합형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

른 한편, 성별에 따라 언어 학습전략 및 학습유형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김윤희, 2009; Furnham, Jackson, & Miller, 1999). 학습자의 성별

과 학습전략 사용간의 연구 결과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자주 언어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hrman & Oxford, 1990; Green & 

Oxford, 1995). 특히 Oxford 와 Nyikos(1989)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6가

지 언어 학습전략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하

였다. 또한 Gardner, Tremblay & Masgoret(1997)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학습

자들의 최종 불어성적과 학습태도, 학습동기, 언어학습 불안도, 학습전략, 언어적

성, 장독립성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언어적성, 학습전략, 동기가 제2언어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학습유형은 학습전략의 사용과 더 나아가 영어 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연구 결과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학습유형, 학습전략 그리고 영어 성취

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 현실반응방식에 있어 개념이나 언어를 비유적 또는 은유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를 잘 하는 학습유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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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K시에 위치한 K 대학교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총 설문에 

응답한 825개 중 토익성적이 없거나 한 개의 설문지만 작성한 경우 또는 불성실

한 응답자는 엄격하게 제외하여 총 유효한 데이터는 400명이었다. 이중 남학생 

242명이었으며, 여학생은 158명이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121

명, 이공계열 269명, 그리고 예술계열은 10명이었고, 이중 예술계 학생들은 수가 

적어 계열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어 능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토익

점수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체 토익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30%(650~935점)130명, 중위 40%(480~645점)160명, 하위 30%(220~475

점)120명으로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였다. 세 집단이 이질적 집단임을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F값이 936.64로 유의 

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 분산분석(ANOVA)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7568877.16 2 3784438.58 936.6

4

　

.00

　집단-내 1604055.79 397 4040.44

합계 9172932.96 399 　 　 　

다음 <표 2>는 세 집단 중 어떤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사후 분석

(Post-hoc analysis)결과이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세 집단 모두 서로 다른 이

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추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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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성적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
중 -175.584 7.66 .00 

상 -352.260 8.13 .00 

중
하 175.584 7.66 .00 

상 -176.676 7.70 .00

상
하 352.260 8.13 .00 

중 176.676 7.70 .00 

        분류기준 유 형  문항 신뢰도

 신체감감선호도

(How I use my physical senses)

시각형 10 0.90

청각형 10 0.87

신체형 10 0.69

 학습상황선호도

(How I expose myself to learning 

외향형 6 0.71

내향형 6 0.89

<표 2> 사후 검증 다중비교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 유형 검사 도구는 Cohen, Oxford & Chi(2001)에 의

해 개발된 학습유형 질문지(LSS)와 Oxford(1990)의 언어 학습전략목록(SILL)을  

사용하였다. 우선, LSS는 11개 영역의 23가지의 유형을 조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1개 영역 중 언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5가

지 영역으로 신체감각 선호도, 학습상황선호도, 정보처리방식, 복수자료 처리방

식, 반응시간처리방식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학습유형 질문지는 함순애(2005)

의 번역본을 사용하였고, LSS의 측정 도구는 Likert 5척도에 따라 학생들이 응

답했다. 다음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 유형을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체형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측정항목들

의 Cronbach’s α 값이 대부분 0.7 이상이었고,  대부분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응

답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 학습유형 문항수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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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정보처리방식

(How I further process information)

종합형 5 0.72

분석형 5 0.72

복수자료 처리방식

(How I deal with multiple inputs)

장 독립형 3 0.88

장 의존형 3 0.71

 반응시간 처리방식

(How I deal with response time)

충동형 3 0.80

숙고형 3 0.81

  다음 <표 4>는 Oxford(1990)의 학습 전략(SILL)에 관련된 문항들의 신뢰도 

지수 분석결과이다. 문항 구성과 각 측정 항목들의 Cronbach’s α값을 살펴보면, 

보상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조금 낮은 신뢰도 지수를 나타냈

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자 신뢰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학습전략 유형, 문항수 및 신뢰도

언어 학습전략 유형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직접전략

기억전략 9 0.72

인지적 전략 14 0.84

보상전략 6 0.67

간접전략

상위인지전략 9 0.85

정의적 전략 6 0.63

사회적 전략 6 0.78

3.3. 자료 분석 방법

  설문결과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분

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자 변인(성별, 계열별, 성취도 수

준)에 따른 학습유형과 언어 학습전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Samples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학습유

형, 학습전략과 토익성취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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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유 형   평균 표준편차

 신체감각선호도
시각형 3.36 0.50

청각형 3.30 0.42

신체형 2.85 0.51

 학습상황선호도 외향형 2.98 0.65

내향형 3.31 0.47

정보처리방식 종합형 3.28 0.63

분석형 3.72 0.58

복수자료 처리방식 장독립형 3.02 0.70

장의존형 3.23 0.70

 반응시간 처리방식 충동형 3.17 0.65

숙고형 3.41 0.71

IV. 연구 결과  

4.1. 학습 유형의 특성

  다음 <표 5>는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 분석 결과이다. 우선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여 학생들은 신체감각선호에 있어서는 시각형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상황의 경우 내향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보처리방식에 있어서는 분석형을 종합형보다 선호하며 복수자료처리방식

의 경우는 장의존형을 장독립형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

응시간 처리방식의 경우 숙고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들의 정보처리방식에서 선호도를 제외하고 함순애(2005)에서 조사된 대학생들

의 학습 유형 선호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 학습 유형 분포 결과(N=400)

  다음 <표 6>은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서 학습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

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학습유형 분석 결과 신체감

각선호도와 학습상황선호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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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성

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신체감각

선호도

시각형
남 242 3.30 0.54

-3.03 .00*
여 158 3.45 0.40

청각형
남 242 3.30 0.42

-0.02 .98
여 158 3.30 0.42

신체형
남 242 2.86 0.49

0.43 .66
여 158 2.84 0.52

학습상황

선호도

외향형
남 241 3.03 0.67

2.08 .03*
여 158 2.89 0.61

내향형
남 242 3.31 0.46

0.21 .83
여 158 3.30 0.48

정보처리

방식

종합형
남 242 3.30 0.65

0.55 .57
여 158 3.26 0.60

분석형
남 242 3.75 0.58

1.00 .31
여 158 3.69 0.60

복수자료

처리방식

장독립형
남 242 3.01 0.71

-0.68 .49
여 158 3.05 0.69

장의존형
남 242 3.21 0.69

-0.70 .48
여 158 3.26 0.72

반응시간

처리방식

충동형
남 242 3.17 0.67

-0.05 .95
여 158 3.18 0.63

숙고형
남 242 3.37 0.70

-1.39 .16
여 158 3.47 0.72

신체감각선호도의 경우 시각형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3.45, p=.00), 학습상황 선호도의 경우 남학생이 외향형을 여학생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3, p=03).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글이나, 그림, 영상과 같이 눈으로 보는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학습 하는 것을 선

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집단학습을 선호하고 대화, 모의 활동, 또는 그

룹 활동이나 짝 활동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학습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성별에 다른 학습유형 차이 비교

 *p-valu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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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계열 N 평균 표준편차 t p

신체감

각선호

도

시각형
인문사회 121 3.45 0.42

0.32 .00*
이공계 269 3.31 0.52

청각형
인문사회 121 3.31 0.45

1.11 0.7
이공계 269 3.30 0.4

신체형
인문사회 121 2.79 0.56

2.5 0.08
이공계 269 2.88 0.47

학습상

황선호

도

외향형
인문사회 121 2.97 0.69

1.61 0.86
이공계 269 2.98 0.63

내향형
인문사회 121 3.36 0.54

7.03 0.15
이공계 269 3.29 0.43

정보처

리방식

종합형
인문사회 121 3.40 0.67

1.43 .01*
이공계 269 3.23 0.6

분석형
인문사회 121 3.80 0.61

0.07 0.1
이공계 269 3.69 0.58

복수자

료처리

방식

장독립
인문사회 121 3.23 0.74

3.15 .00*
이공계 269 2.94 0.66

장의존
인문사회 121 3.31 0.75

1.28 0.15
이공계 269 3.20 0.69

반응시

간처리

방식

충동형
인문사회 121 3.27 0.7

2.65 0.1
이공계 269 3.15 0.62

숙고형
인문사회 121 3.63 0.69

0.07 .00*
이공계 269 3.33 0.68

  다음 <표 7>은 참여 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라서 학습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계열에 따른 학습유형 차이 분석 결과  

신체감각 선호도의 시각형, 정보처리방식의 종합형, 복수자료처리방식의 장 독립

형, 반응시간처리방식의 숙고형에서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시각형, 종합형, 장독립형, 숙고형을 이공계열 

학생들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계열에 따른 학습유형 비교

* p-value<.05

  다음 <표 8>은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에 따라서 학습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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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능숙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신 체

감 각

선호

시각형

상 121 3.41 0.47

1.44 0.12중 156 3.33 0.39

하 123 3.33 0.63

청각형

상 121 3.27 0.44

0.21 0.48중 156 3.31 0.41

하 123 3.31 0.41

신체형

상 121 2.77 0.55

0.09 0.08중 156 2.88 0.48

하 123 2.90 0.49

학 습

상 황

선호

외향형

상 121 3.06 0.73

1.95 0.05중 156 2.9 0.61

하 123 2.99 0.61

내향형

상 121 3.23 0.53

6.95 .00*중 156 3.38 0.43

하 123 3.30 0.44

정 보

처 리

방식

종합형

상 121 3.37 0.7

0.02 0.05중 156 3.34 0.61

하 123 3.13 0.55

는가를 알아 보기위해 F 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어 능숙도에 따른 학습유형 비교 

결과 학습상황선호도의 내향형에서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95, p=.00).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그룹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그룹은 상-중 그룹간의 차이였다(평

균차 -.155, p=.025). 즉, 언어 능숙도가 중간 점수 영역에 분포해 있는 학생들

이 내향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내향형은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성적 관찰을 선호한다. 또한 처음에는 학습 속도가 느리지

만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유형이며, 소수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Brown, 2000). 본 연구에서는 학습 성취도가 그리 높지 

않은 중간 점수대의 학생들이 내향형 학습 유형의 특징을 나타냈다. 

<표 8> 영어 능숙도에 따른 학습유형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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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형

상 121 3.74 0.61

3.49 0.59중 156 3.72 0.57

하 123 3.71 0.58

복 수

자 료

처 리

방식

장 독 립

형

상 121 3.17 0.75

1.75 0.32중 156 3.09 0.68

하 123 2.80 0.63

장 의 존

형

상 121 3.17 0.76

2 0.44중 156 3.23 0.67

하 123 3.29 0.68

반 응

시 간

처 리

방식

충동형

상 121 3.30 0.75

4.13 0.08중 156 3.16 0.62

하 123 3.06 0.57

숙고형

상 121 3.58 0.71

0.09 0.39중 156 3.51 0.66

하 123 3.13 0.68

전략 평균 표준편차

보상전략 3.32 0.66

상위인지전략 3.17 0.66

기억전략 3.07 0.58

사회적전략 3.02 0.74

인지전략 2.98 0.63

*p-value<.05

5.2. 언어 학습전략의 특성

  다음 <표 9>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학습전략의 평균 순위를 나타낸 것이

다. 표 9에 따르면, 참여 학생들은 전체 전략 사용의 평균은 3.06 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습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6가지 전략 중 

보상전략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상위인지전략, 기억전략, 사회

적 전략,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순으로 사용하였다.

<표 9 >언어 학습전략 전체 순위(N=400)



314 오영주 ․ 박혜숙 ․ 장소영

정의적전략 2.77 0.68

전체 3.06 0.66

언어 학습전략
성

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 p

직

접

전

략

기억전략
남 242 3.04 0.57 0.03

-1.03 .30
여 158 3.11 0.58 0.04

인지전략
남 242 2.96 0.60 0.03

-0.82 .40
여 158 3.02 0.67 0.05

보상전략
남 242 3.29 0.63 0.04

-0.85 .39
여 158 3.35 0.72 0.05

간

접

상위인지전

략

남 241 3.14 0.65 0.04
-1.29 .19

여 158 3.23 0.68 0.05

  

다음 <표 10>은 학습자 변인(성별)에 따라서 학습전략의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간의 언

어 학습전략 사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 -1.33, p=.18). 이와 더

불어 성별간 두 집단의 영어 성취도 수준을 조사해 본 결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

는 577.52였고,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556.43였으며,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지

만,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t=-1.36, p= .17). 두 집단의 특

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언어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전략인 사회적 전략만이 남녀의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2, p=.04). 즉, 박영예(1999), 함순

애(2005)의 연구와는 달리, 여학생이 사회적 전략을 남학생 보다 더 자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특히 사회적 전략을 많

이 사용하다는 결과는 여성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타인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

해 만족을 보이며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Gilligan, 

1982).

<표 10> 성별에 따른 언어 학습전략 비교



대학생의 학습유형, 학습전략이 영어 능숙도에 미치는 영향  315

전

략

정의적전략
남 242 2.76 0.68 0.04

-0.28 .77
여 158 2.78 0.67 0.05

사회적전략
남 242 2.96 0.72 0.04

-2.02 .04*
여 158 3.12 0.77 0.06

전체
남 242 3.03 0.57 0.03

-1.33 .18
여 158 3.10 0.55 0.04

언어학습전략 계열 N 평균 표준편차 t p

직

접
기억

인문사회 121 3.23 0.58
3.74 0.49

이공계 269 2.99 0.56

* p-value<.05

  다음 <표 11>은 언어 학습전략의 사용이 학습자 전공계열에 따라서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계열에 따른 언어 학습전략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열에 비교하여 간접전략의 상

위인지전략과 사회적 전략을 유의미하게 자주 사용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전략을 제외한 다른 전략들의 사용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상위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정, 계획, 평가 하며 기존

의 지식과 연결하기, 목표 설정하기, 자기 스스로 모니터하는 학습 활동이다. 또

한 앞서 제시된 학습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습자들이 이공

계열 학습자보다 종합적 정보처리를 선호하고 장독립적이며 숙고형의 학습유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유형이 상위인지전략의 사용 빈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과 관계없이 모든 

전략사용에서 인문사회계열의 평균값이 이공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인문사

회계열이 이공계열보다 학습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 학생들의 계열별 토익점수를 확인해본 결과, 인문계열 학생

들의 영어점수 평균이 624.55로 이공계 영어점수 평균(542.19) 보다 82.36점이 

더 높았고, 이는 학생들의 전공 계열에 따른 특성과 함께 영어 성취도 수준도 동

시에 고려해서 학습자의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11> 계열에 따른 언어 학습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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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인지
인문사회 121 3.17 0.67

3.9 0.36
이공계 269 2.91 0.59

보상
인문사회 121 3.43 0.67

2.1 0.36
이공계 269 3.28 0.64

간

접

전

략

상위인지
인문사회 121 3.41 0.72

4.77 0.04*
이공계 269 3.08 0.6

정의적 인문사회 121 2.81 0.72
0.68 0.53

이공계 269 2.76 0.64

사회적 인문사회 121 3.21 0.79
3.33 0.07*

이공계 269 2.95 0.69

전체
인문사회 121 3.21 0.56

3.83 0.00*
이공계 269 2.99 0.49

* p-value<.05

  다음 <표 12>는 학습자 영어 능숙도에 따라서 학습 전략의 사용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F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영어 능숙도

에 따른 언어 학습전략 차이를 집단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09, p=.00). 특히, 인지전략, 보상전략, 그리

고 상위인지전략의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전략이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기존 연구결과

와도 일치하는 것이다(김미래, 서천수 2008; Ehrman & Oxford 1990). 다음으

로, 인지전략, 보상전략, 상위인지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평균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사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상위, 중위, 하위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세 그룹이 서로 다른 전

략 사용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어 성취도가 전략 사용 빈

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은 자

신의 인지적 처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지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학습자

가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 통제, 조정, 평가하는 데 뛰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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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습전략 능숙도 N 평균
표 준

편차
 F p

직

접

전

략

기억전략

상 121 3.23 0.54

0.05 0.06중 156 3.10 0.54

하 123 2.87 0.6

인지전략

상 121 3.24 0.61

2.1 0.00*중 156 3.03 0.55

하 123 2.68 0.62

보상전략

상 121 3.54 0.65

0.74 0.01*중 156 3.35 0.6

하 123 3.06 0.67

간

접

전

략

상위인지

전략

상 121 3.44 0.67

2.83 0.00*중 156 3.21 0.55

하 123 2.86 0.66

정의적

 전략

상 121 2.87 0.68

0.71 0.6중 156 2.83 0.64

하 123 2.59 0.68

사회적 

전략

상 121 3.18 0.77

2.07 0.46중 156 3.11 0.7

하 123 2.76 0.71

전체

상 121 3.25 0.51

25.09 0.00*중 156 3.11 0.47

하 123 2.80 0.53

<표 12> 영어 능숙도에 따른 언어 학습전략 비교

* p-value<.05

5.3 학습유형, 학습전략, 영어 능숙도 관계 분석 

  다음 <표 13>은 학습유형과 학습전략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각 유형의 점수차를 사용하

였다(함순애, 2005). 표 13를 살펴보면, 예측변수 중에서 장독립형, 시각형, 종합

형, 신체형, 외향형 순으로 학습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장독립형은 학습 전략에 대해 약 10%정도의 설명력을 있는 변수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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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

곱 변

화량

F 변화

량
df1 df2

유의

확률 

F 변

화량

전체

1장독립형 .323 .104 .102 .104 46.276 1 398 .000
2 시각형 .407 .166 .162 .062 29.349 1 397 .000
3 종합형 .446 .199 .193 .033 16.255 1 396 .000
4 신체형 .470 .221 .213 .022 11.079 1 395 .001
5 외향형 .478 .229 .219 .008 4.152 1 394 .042

기억

전략

1장독립형 .294 .086 .084 .086 37.54 1 398 .000
2 시각형 .378 .143 .139 .057 26.39 1 397 .000
3 청각형 .403 .162 .156 .019 9.02 1 396 .003
4 종합형 .415 .173 .164 .010 4.95 1 395 .027
5 신체형 .426 .182 .171 .009 4.30 1 394 .039

인지적

전략

1 장독립형 .289 .083 .081 .083 36.23 1 398 .000

2 청각형 .349 .122 .118 .038 17.41 1 397 .000

3 시각형 .378 .143 .137 .021 9.76 1 396 .002

4 신체형 .400 .160 .151 .017 7.96 1 395 .005

5 종합형 .417 .174 .163 .014 6.46 1 394 .011

보상

전략

1 종합형 .265 .070 .068 .070 30.06 1 398 .000

2 시각형 .313 .098 .094 .028 12.27 1 397 .001

3장독립형 .335 .112 .105 .014 6.24 1 396 .013

4 신체형 .348 .121 .112 .009 4.08 1 395 .044

상위인

지적
1 장독립형 .312 .097 .095 .097 42.82 1 398 .000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 중으로는 장독립형, 시각형, 청각형, 종합형, 신체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F 변화량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

다. 제시된 변수들은 기억 전략의 총 변화량 중 18.2%의 설명하고 있었다. 학습 

유형 중 장독립형이 보상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 사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진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전략들에 대해 <표 13>에 제시된 변수들

이 대략 23%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학습전략에 대한 학습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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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시각형 .390 .152 .148 .055 25.86 1 397 .000

3 종합형 .430 .185 .179 .033 16.00 1 396 .000

사회적

전략

1 장독립형 .252 .063 .061 .063 26.90 1 398 .000

2 시각형 .313 .098 .093 .034 15.14 1 397 .000

3 외향형 .357 .128 .121 .030 13.61 1 396 .000

4 종합형 .374 .140 .131 .012 5.55 1 395 .019

5 신체형 .393 .154 .143 .014 6.68 1 394 .010

정의적

전략

1 장독립형 .267 .071 .069 .071 30.64 1 398 .000

2 외향형 .323 .104 .100 .033 14.53 1 397 .000

3 시각형 .357 .127 .121 .023 10.46 1 396 .001

4 신체형 .370 .137 .128 .009 4.25 1 395 .040

  다음 <표 14>는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에 학습 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이다. 장독립형과 시각형이 유의수준 .05

에서 영어 능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두 변수

가 영어 능숙도의 총 변화량 중 6.7%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 14> 영어 능숙도에 대한 학습 유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장독립 .231 .053 .051 .053 22.489 1 398 .000

시각형 .258 .067 .062 .013 5.638 1 397 .018

  

다음 <표 15>는 언어 학습전략과 영어 능숙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4개의 하위 범주의 전략이 학습자들의 영어 성적

에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인지전략, 초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보상전

략이 영어 능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영어 능숙도의 총 

변화량 중 18.7%를 설명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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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통계량 변화량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인지적 .390 .152 .150 .152 71.533 1 398 .000

상위인지 .408 .167 .163 .014 6.866 1 397 .009

정의적 .419 .176 .169 .009 4.299 1 396 .039

보상전략 .430 .185 .176 .009 4.375 1 395 .037

전체 .433 .187 .175 15.087 .000

<표 15> 영어 능숙도에 대한 학습 전략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유형, 언어 학습전략, 영어 능숙

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선호하

는 학습유형은 시각형, 내향형, 분석형, 장의존형, 숙고형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

생들의 성별과 학습유형간의 관계에서 여학생은 시각형을, 남학생은 외향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

열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시각형, 종합형, 장독립형 그리고 숙고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유형과 영어 능숙도와의 관계에서는 내향형만이 

영어 능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위권 학생들이 내향형 

성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습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참여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사회적 전략을 더 적극적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이 상위인지전략을 더 자주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능숙도에 따라 인지전략, 보상전략 그리고 

상위인지전략의 사용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유형과 언어 학습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각형, 종합형, 장독립형

은 언어 학습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형은 기억전

략, 인지전략, 정의전략에 유의미 했으며, 신체형과 외향형은 기억전략, 인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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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시각형, 종합형, 장독

립형은 모든 언어 학습전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충동형은 어떠한 전략과

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습유형과 학습전략이 영어 능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독립형과 

시각형이 영어 능숙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언어 학습전략의 경우 모든 4개의 하

위 범주의 전략들이 영어 능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유형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전략 사용의 23.4%를 설명하였으며 영어능숙도의 총 

변화량의 6.7%를 설명하였다. 학습전략은 학습자의 영어능숙도의 18.7%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어학습자의 영어능숙도에 학습전략의 사용이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특정 학습유형과 언어 학습전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학

습유형이 영어능숙도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학습자를 

성공적인 영어학습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유형을 파악하고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학습유형은 교사의 관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설문지나 면담 조사를 통해 가장 적절한 학습유형을 찾고 

그에 따른 언어 학습 전략을 계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성공적인 영어학습을 돕

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영어 능숙도가 높은 학습자 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언어 학습전략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학습

전략의 사용은 영어 능숙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전략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한다. 즉, 영어 능숙도가 높은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언어 학습전략을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어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lberg, Cook, Fiore, Friend, & Sano, 1992; Eilam, Zeidner, & Aharon, 

2009; Zimmerman, 1990). Oxford(1993)는 전략 훈련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

는데 이러한 모델을 통한 훈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게 하

고, 학습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학습자로 나아가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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