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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7∼9차년도 데이터
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
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 대학생 자료로 전국 150개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구축된 4,850명의 제7차년도(2011년)∼9차년도(2014년)
의 자료이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대학생
의 전반적인 대학생활만족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
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학습과정이
나타났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학교환경의 대학풍토와 인적교류의 요인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이 학습과정에 참여할수록, 대학풍토와 교
수님, 선후배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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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노력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전수경, 2018).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잠재적으로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활만족도는 현재의 대학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김용석, 2019). 개인의 입장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는 매우 중요
한데, 대학생활의 적응경험이 졸업 이후의 사회 생활환경 적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권혜진, 정혜욱, 2015; 최정원, 임정하, 2018).
대학생 대상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문화권으로 확대되었다(이덕로, 손경애,
2013; 임재식, 2019; Al-Alak & Alnaser, 2012; Astin, 1993; Tan &
Kek,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활만족도 조사는 주로 기업 측
면에서 국가고객만족지수와 연계하거나 대학의 생활연구소를 중심
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90년 후반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임재식, 2019; 한은성, 2008). 그동안 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만족의 이유에 대
해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하여 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학생활만족도를 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지어 연구한 연구들
중 다수는 학습변인을 대학생활만족도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김헌주, 김경미, 2015; 이현준, 2017;
조원기, 2015). 이외에도 개인적 요인과 심리정서적 특성(김장회,
2017; 전수경, 2018),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최미순, 박동수, 조혜영, 2019; 최보라, 모화숙, 2018).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사실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학생의 학습의 여러 과정을 함께 살펴본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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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
는데, 만족도가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을 둘러싼 학교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대학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환
경적 측면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들 역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학
생활만족도를 다각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대학생활만족도 연구는 거의 대부분 횡단
연구로 대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대학생활만족
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입학초기와 졸업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른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습관련 변인과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경우가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일정한 시점의
자료만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학업태만과 같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개인적·환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학
습과정, 수업활동, 학업태만을 상정하였고, 학교풍토와 교수 및 선후
배와의 인적교류를 학교 환경적 특성요인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향후 대학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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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
와 경험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진로 및 행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정여주, 권정숙, 2017; Stone &
Thomson, 1987). 이러한 만족도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나 경험을
통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지만(임성범, 송은석, 2014), 누구에게나 똑
같은 대학생활이라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김준성, 2015). 그리고 만족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과 활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상태로서 대학생들의 중
도탈락 및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신소
영, 권정연, 2018). 이처럼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통해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이현준, 2017).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만
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므로(김두환, 김지혜, 2011), 대학생활
만족도는 개인과 대학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개인적 특성

가. 학습과정
대학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 중 다수는 학습에 관련한 변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먼저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습 결과
로 나타난 학습 성과와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김헌주, 김경미, 2015; 이현준, 2017; 조원기,
2015)이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습결과 변
인들은 모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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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학습과정과 대학생활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수업참여나 학습활동(당영화, 2018; 백승희, 정혜원, 2016;
송영명, 유신복, 김명주, 2018; 임연욱, 이옥화, 2008; 정은이, 2012;
하창순 외 2006)과 같은 학습자의 참여도를 대학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의 참여도는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롯한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학습변인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 연구들은 대학생
의 학습참여나 수업태도 등이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
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나. 수업활동
대학생활만족도와 교육과정 및 수업과의 관련성은 대학에서의 교
수 학습활동과 수업 방식(송충진, 2014; 이내영, 한지영, 2017), 교수
자의 강의 방법이나 태도와 같은 교수자의 행위 요소들이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류춘호, 이정호, 2003)을 보
였다. 또한 팀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촉진
시키고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촉진하는 연구결과가 있
었다(조진현, 2018). 최근에는 학년, 학업 우수성, 전공 적합도 및 학
습 분위기를 고려한 교수지원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하나, 김정은, 조소현 외, 2020). 따라
서 개인의 수업 활동이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전반적인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 학업태만
태만의 사전적 의미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 없음과 게으름을 말하
므로 학업태만은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학업태만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에 관련한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과제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중도탈락이나 학업 성과의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되었다

6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4권-1호(2021.3.31.)

(Bandura, 1997; Bandura et al., 1996; 2001). 또한 과제를 하지 않
거나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학업 태만을 하는
경우 공격성 등 여러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연구된 바 있다
(Carroll, Houghton, Wood, Unswroth et al., 2009).
지금까지 학업 태만과 관련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학업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태만을 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생활만
족도는 낮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3. 환경적 특성

가. 학교풍토
학교풍토는 학생과 교직원의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규
범, 목표, 가치관, 구성원 간의 관계, 교수 및 학습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National
School Climate Council, 2015). 대학풍토는 대학이라는 조직 속에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
된 것으로 이를 경험한 구성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를 말
한다(권혜진, 2007).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학교풍
토는 학생들의 행동ㆍ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
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며, 부정적인 학교풍토는 학생들의 결석,
중도포기, 퇴학, 신체 및 심리사회적 측면, 학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ynes, 1996; Manning &
Saddlemire, 1996; McEvoy & Welker, 2000). 이처럼 학교풍토가 구
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풍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 중, 고 위주로 이루어져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대학풍토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주제라 볼
수 있다(백소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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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 및 선후배와의 인적교류
지금까지 대학생활만족도와 대인 관계를 관련지어 연구한 연구들
은 교수와 학생, 선후배와의 교류에 의한 상호작용 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소영, 권성연,
2018; 이덕로, 손경애, 2014; 이명희, 김종운, 2015). 대학생활에서 교
우관계는 교우 간의 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함으로써 서로의 상호
작용 속에서 유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영애, 박혜진, 2020). 특
히 이러한 인적교류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는데 개인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간의 인적교류는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지도교수
와의 질적인 지원이 개인 및 학교의 발전과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김하나 외, 2020).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적
학습활동과 학생 상호작용 간,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촉진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 추이와
영향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
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구축된 6,908명의 패널 자료로 2018년 대학(원), 직장까지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이는 2011년 대학교 1학년, 2012년 대학교 2
학년, 2014년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며, 본 연구에
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제 7차(2011년), 8차(2012년), 9차(2014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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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층화군집표집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으로 추출하였으며, 1차년도
(2011년)에서 3차년도(2014년)까지 결측치 및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
외하고 총 4,850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2,464명(35.7%), 여학생 2,386명(34.5%)의 분포를 보였으며 학교급,
설립유형, 대학 소재지, 학과 계열의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교급
설립유형
소재지
학과계열

구분(2011년)
대학교
전문대학(2,3년제)
원격대학
교육대학
기타
국공립
사립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인문/사회계열
이/공학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계열

빈도(명)
2,245
1,167
8
25
145
630
2,960
1,265
2,325
1,430
1,306
105
529
306

(N=4,850)

비율(%)
62.5
32.5
0.2
0.7
4.0
17.5
82.5
35.2
64.8
38.9
35.5
2.9
14.4
8.3

2. 분석 변인

본 연구에서는 KELS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생 설문지 중 7차에서
9차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를 설정하였으며, 대학생활만족도 측정 도구의 9개 문항을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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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인으로는 대학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인 개인적 특성(개인의 학습과정 9문항, 수업
활동 5문항, 학업태만 13문항)과 환경적 특성(대학풍토 12문항, 인적
교류 16문항) 변인들을 활용하였다.
가.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측정은 한국교육종단 2005 대학생용 패
널 설문에 포함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
학생활만족도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다음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
족하였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9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 문항의 신뢰
도계수(Cronbach's α)는 7차년도 .85, 8차년도 .89, 9차년도 .88이었
고 전체 3개년도에 걸친 신뢰도는 .85~.89로 나타났다.
나. 개인적 특성
1) 개인의 학습과정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습과정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학습과 관련
하여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였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9개 문항의 점
수를 합산한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
인의 학습과정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차년도 .80, 8
차년도 .83, 9차년도 .84이었고 전체 3개년도에 걸친 신뢰도는
.80~.84로 나타났다.
2) 수업 활동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활동 문항은 ‘지난 1학기 동안 수업(온라
인 강의 포함)과 관련해서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
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총 5개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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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개별 5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업활동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차년도 .81, 8차년도 .83, 9차년도 .82이었고 전체 3개년도에
걸친 신뢰도는 .81~.83으로 나타났다.
3) 학업태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태만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
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13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
한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업태만 문
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차년도 .85, 8차년도 .86, 9차년도
.86이었고 전체 3개년도에 걸친 신뢰도는 .85~.86으로 나타났다.
다. 환경적 특성
1) 대학풍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학풍토 문항은 ‘다음의 진술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전체 12개 문항
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12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학풍토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80, 2차년도 .83, 3차년
도 .83이었고, 전체 3개년도에 걸친 신뢰도는 .80~.83으로 나타났다.
2) 인적교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적교류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교수님과 다음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에 대한
전체 7개 문항과 ‘지난 1년 동안 대학 내에서 수업시간 이외에 친구
및 선후배와 다음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온라인 활동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전체 9개 문항이다. 교수
와 친구·선배와의 교류를 각각 구분하여 7개, 9개 문항으로 전혀 안
함(1), 한 학기에 1-2회(2), 한달에 1-2회(3), 일주일에 1회(4),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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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2-3회(5), 거의 매일(6)의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16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인적교류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차
년도 .90, 8차년도 .88, 9차년도 .89이었고 전체 3개년도에 걸친 신뢰
도는 .88~.90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
고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초기값과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SPSS 2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으며,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26.0 구조모형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구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
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여 각 구인 간 관계에서의 종단적 변
화를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해당 변인의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변화 함수 및 시간에 따른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김석우, 2016; 서원석, 장재혁, 김석우, 2020).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χ2) 차이 검증과 표본 표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CFI, TLI 및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
는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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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7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의 대학생활만족도,
개인적 특성(학습과정, 수업활동, 학업태만)과 환경적 특성(학교풍토,
인적교류) 자료의 기술통계 및 왜도, 첨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의 평균은 7차
년도 3.15, 8차년도 3.21, 9차년도 3.24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균 3.06, 수업활동은 평균 3.26, 학업태만은
평균 1.84로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 즉 학교 환경 요인으로 대학풍
토는 평균 3.29, 인적교류는 평균 3.13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의
왜도(절대값 3 미만)와 첨도(절대값 10 미만)가 정규분포 가정을 만
족시켰다(배병렬, 2014).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종속 대학생활
변수
(7,8,9차) 만족도
독립
변수
(7차)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구분
7차
8차
9차
학습과정
수업활동
학업태만
대학풍토
인적교류

M
3.15
3.21
3.24
3.06
3.26
1.84
3.29
3.13

SD
.49
.50
.42
.49
.62
.45
.43
.80

왜도
-.20
-.19
-.04
.03
-.32
.89
-.33
.26

(N=4,850)
첨도
1.26
1.04
1.98
1.29
1.66
1.90
2.4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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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시점의 대학생활만
족도는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
학생활만족도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중
학업태만을 제외한 학습과정, 수업활동,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 해당
하는 대학풍토, 인적교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대학 7차
생활 8차
만족도 9차
학습과정 7차
수업활동 7차
학업태만 7차
대학풍토 7차
인적교류 7차
***p<.001

1
1
.65***
.58***
.32***
.33***
-.20***
.65***
.39***

2

3

1
.64***
.28***
.26***
-.17***
.48***
.29***

1
.29***
.27***
-.18***
.45***
.28***

4

5

6

(N=4,850)
7

8

1
.61*** 1
-.32*** -.28*** 1
.30*** .28*** -.17*** 1
.41*** .37*** -.08*** .35*** 1

3. 대학생활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
였다. 잠재성장모형에서 대학생활만족도 측정 시점이 3개이므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무 변화모형은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화의 정도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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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선형 변화모형은 각 시점에
서의 변화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Duncan & Duncan, 2004). 각각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활만족도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
(N =4,850)

모형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모형
***p<.001

TLI
.936
.973

(df)
238.632*** (2)
152.672*** (3)


CF I
.958
.973


RMSEA
.156
.019

대학생활만족도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값과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선형모형
이 TLI는 .936, CFI는 .958, RMSEA는 .019로 무 변화 모형보다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 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
형 변화모형에 따른 각 변수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표 5> 대학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선형모형
(N=4,850)
구분
대학생활
만족도
***p<.001

평균
3.153***

초기치

분산
.177***

변화율

평균
.047***

분산
.006***

초기치와 변화율
공분산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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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는 초기치 3.153과 변화율 .047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대학생활만족
도의 평균이 3.153이라고 보았을 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
활만족도가 평균 .047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
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한다.
4.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종
속변수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대학생활만족도의 초기치
와 변화율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건모형을 구성해 검
증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
분하여 개인적 특성으로는 학습과정, 수업활동, 학업태만을, 환경적
특성으로는 대학풍토와 인적교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조건모형
적합도의 결과는 <표 6>과 같이  =339.101, df=9, TLI=.928,
CFI=.977, RMSEA=.085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활만족도 변화의 조건모형 적합도
모형
조건모형
***p<001

(df)
339.101*** (9)


TLI
.928

CFI
.977

RMSEA
.085

(N =4,850)
SRMR
.018

다음은 대학생활만족도에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예측변수
를 투입한 조건모형의 분석한 결과로 <표 7>, [그림 1]과 같다. 대
학생활만족도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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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학습과정( =.040, p<.05)과 수업활동( =.091, p<.001)은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태만( =-.069,
p<0.01)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그리고 학업태만행위의 정도가 낮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적 특성의 대학풍토( =.640,
p<.001)와 인적교류( =.167, p<.001)는 모두 대학생활만족도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대학풍토일수록, 교수님, 그리고 선·후배와의 교류가 활발
할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대학생활 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조건모형의 추정치
경로

개인적 특성

학습과정(7차) → 대학생활 만족도 초기치
수업활동(7차) → 대학생활 만족도 초기치
학업태만(7차) → 대학생활 만족도 초기치
학습과정(7차) → 대학생활 만족도 변화율
수업활동(7차) → 대학생활 만족도 변화율
학업태만(7차) → 대학생활 만족도 변화율

환경적 특성(학교환경)

대학풍토(7차) → 대학생활 만족도 초기치
인적교류(7차) → 대학생활 만족도 초기치
대학풍토(7차) → 대학생활 만족도 변화율
인적교류(7차) → 대학생활 만족도 변화율
*p<.05, ***p<.001



S.E.

B

.040 .014 .035
.091 .011 .062
-.069 -.065 -.065
.122 .008 .019
-.064 .006 -.008
.034 .007 .006
.640
.167
-.819
-.236

.013
.008
.007
.004

C.R.

2.387*
5.643***
-5.181***
2.373*
-1.288
.827

.621 46.948***
.087 11.620***
-.142 -19.476***
-.022 -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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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
면, 개인적 특성 중 학습과정( =.122, p<.05)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특성의 대학풍토( =-.819,
p<.001)와 인적교류( =-.236, p<.001)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최종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그 변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대학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및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특성 요인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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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한 개인의 학습과
정, 수업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생활만족도는 점점 증가하고 학
업 태만이 낮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
습자 경험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연구
들과 유사한 결과이다(고장완, 2011; 당영화, 2018; Magnano,
Ernesto & Boerchi, 2020).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
록 전공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 학습활동이 학습자에게 요
구된다. 개인은 과제수행, 프로젝트발표, 팀 토론, 조별활동과 같이
여러 형태의 학습경험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것이며 이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한 학교풍토와 인적교류는
이명희, 김종운(2015)의 결과와 같이 대학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선후배 및 교우관계와도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와의 영향을 분석한 장성화 외(2014)의 연구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 학교 환경 및 학업적 환경에서 인적
교류 대상과의 원활한 관계에서 대학생활만족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입학시기부터 인적교류 대상과 지속적인 인적관계
를 유지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적 학습
활동, 수업 및 진로상담에서의 교수와의 상호작용, 수업 시간 외의
교수와의 접촉 횟수 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소영과 권성연
(2018)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이덕로
와 손경애(2014)의 요인 중 교수 및 선후배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연구를 부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의 요인 중 학습과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영향
계수를 살펴보면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요인의 측정 변인 중 개인의 학습과정의 결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19

과를 확인한 결과, 개인의 학습과정은 대학생활만족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습과정은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율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업 활
동은 초기치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율에는 부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 질문,
팀활동, 발표 및 수업 준비와 같은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결과(당영화, 2018; 정
은이, 2012)와 일치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중되는 여러 과목에
서의 수업 활동이 대학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태만
은 대학생활만족도 초기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 변화율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환경적 특성의 학교풍토와 인적교류의 초기
치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풍토가 대학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대학의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수 및
선후배와의 인적교류가 활발할수록 대학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권혜진, 2007; 이덕로, 손경애, 2014; 이
명희, 김종운, 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결과는 1학년에 입
학한 이후 구축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료 및 교수와의 적극
적인 교류는 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풍토와 인적교류가 대학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향력이 적어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으로써 학교에
서 경험하며 형성되는 가치관, 목표, 인적 교류와 교수 및 학습의
대학풍토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대학에서 형성되는 물리적, 심리ㆍ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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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변인과의 복합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선후배와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한 선후배와의 교류 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
적으로 제공하고,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조사하여 학생
요구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특성을 고려
한 요인 중에서 가정환경 요인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예측 변인 외
에 다른 변인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요인 간의 복합적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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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Kee Heek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un Chaeyoung (Sil a University)
Lee Eunhwa (Sil a University)
Kang Seungh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with the 7th - 9th year data of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LS). The data was from the year of 2011 to
2014 by KELS, a total of 4,850 samples were tested for the first year
students of one hundred fifty middle schools. The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Second, the learning process was significant for the individual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Moreover, the school
climate and human interaction factor of environment traits were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more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process, the more interactions they had with school climate,
professors, and senior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college life.
Based on this,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College life satisfaction, Individual factors, Environmental
traits, Latent growth modeling,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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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서 K-MOOC 활용과 교육성과에
대한 탐색: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전 영 미* (수원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을 위해 K-MOOC이
개별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
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K-MOOC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K-MOOC 활용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719명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K-MOOC은 교과연계 비교과교육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었으
며, 이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정규 교양학점 1학점이 부여되었다.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하였고, 1, 4학년보다는 2, 3학년이 더
많이 수강하였다. 학문 계열로 보면 공과대학이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이수율은 평균 89%정도였으며 타전공학습율 역시 2019년 73%로 매우
높았다. K-MOOC 수강의 편리성과 유용성, 그리고 K-MOOC 수업에의
참여도는 모두 4.4%로 높았다. OECD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의사소
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의 4C의 관점에서 교육성과를
분석하면, 자율적 행동의 인생계획 수립과 실행능력, 타인과의 상호작용
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과 협동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
며,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
육에서 K-MOOC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융합 문제 중심의 교과목 개발과 같은 질 좋은 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
어야 하며, K-MOOC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교과교육과정을 정규교
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역량기반의 수업
설계 지원 및 플랫폼의 안정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4차산업혁명, K-MOOC, 역량기반교육, 교육성과, 교과연계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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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산업혁명시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새
로운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는 가상현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의 수
명은 급격히 단축될 뿐 아니라 지식의 융합이 강조되고 IT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이 확산되는 시대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다(백승수, 2017). 즉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
융합성이 확산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개
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그간의 산업혁명은 기술 및 동력원의 발전을
위해 자동화와 연결성을 발전시켜온 과정으로, 앞으로의 미래 사회
는 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장필성, 2016).
4차산업혁명시대가 갖는 이상의 특징들은 대학교육에의 변화를 필
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시도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과의 상담이나 글쓰기 등의 문해교육
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거나(조현국, 2017), IT 기반의 온라인 학습시
스템이 다양화되면서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채
널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
리를 위해 기존 대학이 제공하던 전공교육과정과 전혀 다른 학사구
조 등이 개편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교양교육과정에서도 학제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교양교육에서의 학제성은 교양교과목을 병렬
적으로 나열하고 학생들이 영역별로 특정의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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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으나 연결성과 융합이 강조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
한 학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학제성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이상민, 2018; 김지현, 2014).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현재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교육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MOOC 기반의 대학교육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OOC은 발전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들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해진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
를 의미하는 것(교육부, 2015)으로, 앞서 살펴본 4차산업혁명시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MOOC의 발전은 미국이나 해외 국가들보다 훨씬
늦게 출범하였다. MIT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을 선두로 MOOC을
시작한 미국은 이미 2012년 ‘MOOC의 해’라고 불리울 만큼 성장하
였다면(Pappano, 2012), 우리나라는 2015년이 되어서야 국가차원에
서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MOOC 교과목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MOOC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고등평생학습체제로서
K-MOO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K-MOOC 교과목 개발, 플랫폼
구축, 지속이용가능요인 등과 같은 연구들은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
으나 실제 대학에서 K-MOOC이 교과로 운영되는지, 비교과로 운영
되는지,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전공으로 운영되는지, 교양으로 운
영되는지, 이수율은 어떠한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문제
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박창
언, 2016; 구예성, 2016; 박태정, 나일주, 2016). 또한 4차산업혁명시
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을 위해 IT기반의 스마트 학습의 확산이 필
요하며(백승수, 2017) 개방형 플랫폼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습에 대
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조헌국, 2017)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제 대학에서의 사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K-MOOC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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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4차산
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을 위해 K-MOOC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에서 K-MOOC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K-MOOC 이수율 및 타전공학습율과 참여도, 만족도 등은
어떠한가?
셋째, 역량기반교육 관점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K-MOOC의 교
육성과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미래 대학의 특징

백승수(2019)는 앞으로의 미래 대학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지
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는 플랫폼 대학으로, 개방과 공유,
융합과 소통,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플랫폼의 의미 그대로, 기존
처럼 물리적인 대학에 굳이 입학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융합 대학
으로, 기존의 분과 중심의 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학문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혁신 대
학으로, 빠르게 발전한 스마트 기제를 활용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방
식에서의 혁신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기업가 대학으
로, 대학이 산업계, 정부,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며 지식과 기술의 이
전, 사업화와 창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헌국(2017)은 앞으로의 미래 대학은 미래 사회의
공유 경제의 영향을 받아 플랫폼의 공유가 강조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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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을 통한 학습매체의 발달과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언제 어
디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았다. 과학 기
술의 발달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학습자와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환경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생태계의 변화로 새로운 분야와 결합된 산업 시스템에 적
응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전공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학문분야
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
다고 보았다.
김종규, 원만희(2018) 역시 4차산업혁명이 강조하는 변화의 핵심을
플랫폼으로 보고 플랫폼으로서의 대학교육이 새로운 교육 이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플랫폼이란 결국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로, 분과학문에 기초한 현
재의 전공 중심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윤유진(2018)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양교육을 통해 전
공 외 학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문 분야가
아닌 학생들이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나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
를 반영하는 중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개선할 것
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국 교양교육협회가 큰 문제(Big Question)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인간과 자연의 본성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은 특정 전공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으
로 요청된다고 하였다(원만희, 김종규, 오현정, 2017; 김종규, 원만희
2018). 즉 새로운 시대의 교양교육은 단지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교
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확
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의 미래 대학에 요구되는 또 다른 특징
은 역량기반교육과정이다. 2018년 개최된 다보스 포럼(장필성, 2016)
을 필두로 이상민(2018), 조헌국(2017), 윤유진(2018) 등을 포함한 많
은 연구자들은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학교육이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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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학교육은
단지 학문 분야별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학교육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
달하는 기초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능력, 공감인성
능력, 리더십 능력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OECD가 주장하는 핵심역량의 범주는* 자기관리와
관련되는 자율적 행동, 대인관계관리와 관련되는 타인과의 상호작
용, SNS 등 인터넷 정보와 관련되는 도구 활용으로 구분되며 그 세
부 능력은 자기 나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형성 능력, 인생계획
수립 능력, 자신의 합당한 권리 및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능
력,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협동 능력, 갈등을 관리하
고 해결하는 능력, 언어ㆍ상징ㆍ텍스트의 활용 능력,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 등이다.
또한 OECD가 제시하는 핵심역량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4C이다. 2000년까
지만 해도 교육에서는 3R, 즉 독서(Reading), 글쓰기(Writing), 연산
(Arithmetic)이 강조되었으나, 4차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4C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4C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으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
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협업능력
(Collaboration)으로,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으로, 체
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잇는 능력을 말
한다. 네 번째는 창의력(Creativity)으로,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도 새
로운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기존의 지식과 기
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역량으로, 이들 역량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 https://www.google.com/search?q=DeSeCo&oq=De&aqs=chrome.0.69i59j69i57j016.72
58j0j8&sourceid=chrome&ie=UTF-8 2020년 7월 1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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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대학교육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대학
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제시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
육과정이라는 지표와 학생들의 학습역량지원이라는 지표가 이를 반
영한 것으로(교육부, 2014), 단위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설정했는지, 이를 정규교양교육과정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어떻게 실행했으며, 정량적ㆍ정성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
는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평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
단평가로 이름을 달리하였으나 구체 지표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
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 차원에서의 핵심역량을
선정한 후 이를 교양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핵심역량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환류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이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의 인력이나 예산은 충분한지,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성과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K-MOOC의 의미와 발전 현황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교실에서 진행되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 개방 운동(OER,
Open Educational Research)을 이끌어내었다(전영미, 조진숙, 2019).
즉 기존의 교육이 제한된 교실 공간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상으
로 교육내용을 매개로 가르치는 형태였다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교수자가 학습자를 가
르치는 온라인 교육이 나타난 것이다. MOOC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와의 소통과 학습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기존의 온라인 교육이 특정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었다면,
MOOC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공유될 수 있다
는 점도 다르다(구예성, 2017). 말하자면 MOOC은 과학 기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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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 속에서 학습자의 학습에의 접근성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
여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새로운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MOOC이 대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는데, 먼저 MOOC이 대학교육에 주는 첫 번째 의미는
기존에 대학이 갖고 있던 폐쇄성과 보수성을 탈피하여 대학 캠퍼스
의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 대학의 지식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방하
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오예진, 2017; 이면재, 2017; Baturay, 2014)
이다. 즉 MOOC이 전 세계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MOOC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직업세
계와 그에 맞는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융통성있게 대체할 수 있다
는 점(이병현, 2017; 오예진, 2017; 교육부, 2015)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제한된 학제로는 제공할 수 없는 질 좋은 대학
교육의 기회를 MOOC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창기 시
절 MOOC이 고등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
으로 기대하였던(Leckart, 2012, Loeckx, 2016) 것과 달리 현재는 기
존의 고등교육이 적절히 대처하기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OOC이 대학교육에 주는 이러한 의미는 앞서 살펴 본 새로운
시대가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플랫폼 대학과 융합 대학, 혁신 대학의
특징과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대학에 굳이 입
학하지 않아도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개
방과 공유를 의미하는 플랫폼 대학은 기존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웹기반에서 누구나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을 지향하는 MOOC
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분과 중심의 틀에서
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의 학문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한 대
학을 의미하는 융합 대학은 다양한 전공의 교과목을 자기주도적으
로 학습할 것을 지향하는 MOOC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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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우는 방식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혁신 대학은
대학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설계가 아니라 교수
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수업 설계를 지향하
는 MOOC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K-MOOC은 2020년 현재 114개 대학 및
기관에서 개발한 928여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K-MOOC 홈페
이지에 제시된 이들 강좌의 교양과 전공 비율 및 학문 분야는 다음
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K-MOOC은 교양 교과목
이 57%로 전공보다 많았으며, 학문분야별로는 인문사회가 가장 많
고 공학과 자연계열이 그 다음순이었다.
<표 1> K-MOOC의 교양・전공 비율

교양
232(57%)

전공기초
136(33%)

전공심화
39(10%)

<표 2> K-MOOC 강좌 분야 비율

인문사회
공학
자연
514(56%) 203(22%) 99(11%)

의약
46(5%)

예체능
55(6%)

현재 개별 대학에서 K-MOOC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몇몇 개별 대학의 사례가 알려진 정도이며 이것 역시 매우 미비하
다. 대학에서의 K-MOOC 활용 교육 모델을 연구한 박시용과 임지
영(2018)에 의하면, 크게 정규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그 중 정규교육과정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온라인 교
과목과 같이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려대, 부산대, 건국대, 대구대, 숙명여
대, 이화여대, 세종대 등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
* http://www.kmooc.kr/courses 2020년 8월 1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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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대학 명의의 이수증이나 학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대와
포항공대는 주로 플립트 러닝의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그
외 비교과교육과정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학내 학습지원부서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의 과정으로 활용되는 것
으로, 수원대 등이 해당한다.
대학에서의 K-MOOC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 중
의 하나는 MOOC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매우 저조한 K-MOOC 이수율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19.2%의 낮은 이수율(교육부, 2019)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으로 대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K-MOOC을 지속적으로 수강하는지
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한호(2017)는 대학수준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또는 과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전공을 학습해나가는 과정과 성과에서 개선이 있을 경우, 교양과 관
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K-MOOC을 이용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면재
(2017) 역시 MOOC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MOOC의 이용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학습 효과
가 있다고 지각할수록 MOOC의 지속사용의도는 높아짐을 분석하였
다. 마찬가지로 전영미와 조진숙(2019) 역시 K-MOOC에 대한 만족
도와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기 중
에도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어 만족하며, 전공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강의내용이 도움이 될 때 지속적
으로 사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K-MOOC이 수강하기 편리하며 자신의 전공과 교양 학습에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K-MOOC 활용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K-MOOC 수강 이유를 분석
한 박태정과 나일주(2016)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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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평소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적 호기심이나 학문간 융합 발견을 위해 듣는다
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들이 K-MOOC을 어떻게 활
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강경희,
2017; 양단희, 2016), 학습자들은 전공영역보다는 전공 이외의 영역
에서,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으로 학점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었으
며, 교수자들은 K-MOOC을 대학교육과정의 혁신으로 인지하고 있
었으며 마찬가지로 교양교육과정으로 학점이 인정되기를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대학에 재학하며 2017년
동계 방학과 2018년, 2019년 K-MOOC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으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2017년에는 6개 교과목에 62명,
2018년에는 50개 교과목에 408명, 2019년에는 39개 교과목에 279명
으로 총 749명이 참여하였다. 학년별로 참여자수가 다른 것은 2017
년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첫 해로 겨울방학에만 운영하였고, 2018년
에는 1, 2학기와 하계방학, 2019년에는 1,2학기를 운영하였기 때문이
다. 프로그램 총 참여자 중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은 30명을 제외한
71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별, 학년, 단과대학별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1학년보
다는 2,3,4학년의 참여율이 훨씬 높았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과
IT대학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예체능대학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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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년도
2017학년도 동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참여자수
16개팀 6개 교과목 62명 참여,
105개팀 50개 교과목 408명 참여
72개팀 39개 교과 279명 참여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남
여
1학년
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대학
경상대학
단과 공과대학
대학 IT대학
건강대학
예체능대학
성별

2017년 동계
31(50%)
31(50%)
9(14%)
10(16%)
24(39%)
19(31%)
8(13%)
9(14%)
11(18%)
34(55%)

2018년
156(41%)
224(59%)
50(13%)
113(30%)
97(25%)
120(32%)
39(10%)
48(13%)
134(35%)
94(25%)
51(13%)
14(4%)

2019년
52(19%)
225(81%)
12(4%)
101(37%)
134(48%)
30(11%)
43(15%)
66(24%)
61(22%)
32(12%)
29(10%)
46(17%)

총
239(33%)
480(67%)
71(10%)
224(31%)
255(35%)
169(24%)
90(13%)
123(17%)
206(29%)
160(22%)
80(11%)
60(8%)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학생 대상 설문
조사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미래 대학의 특징,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K-MOOC의 의미와 교육성과 등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가 제시한 아홉 가지 핵심역량과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의 네 가지 역량을 고찰하여 이를
역량관점에서의 교육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이수율, 타전
공학습율,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교육성과지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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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로 K-MOOC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K-MOOC에 대한 의견 및 교육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도구는 문헌연구결과를 토대로 K-MOOC의 편리성, 유용
성, 참여도와 전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OECD의 핵심
역량이나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의 4C의 관
점에서의 K-MOOC의 교육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일반 연구에
서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학점이나 강의평가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느끼는 교육성과에 대한 인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학점이나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교육과정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김주경(2018)이나 Glancy와
Isenberg(2013)의 주장처럼 프로그램 수행 후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
식하는 성과가 교육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
다.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의 세 가지 영역에서 분석된 학생들의 의
견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력이 각각 7년과 20
년이 되는 교육학 전문가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생 의견
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
대로의 의견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학생들이 쓴 문장 그대로 제
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교과연계 비교과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K-MOOC 활용

연구대상 학교에서의 K-MOOC은 교과연계 비교과교양교육과정인
‘K-得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과연계 비교과교양교육과
정이란 비교과로 개설되어 운영되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정
규 교양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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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과 지원사항,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 K-得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지원자격, 지원사항, 인증기준

구분

내용
- 대학내 미개설 과목에 대한 학습의 기회 제공
학생 및 편입생의 선수학습 기회 제공
목적 -- 전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 창출
지원자격 -- 재학생
팀별 모집(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
인성과 삶의 가치 1학점 이수
지원사항 -- 교양과목
장학금 지원
인증기준 - K-MOOC 온라인 강좌 이수증 제출

2. K-得 프로그램의 이수율, 타전공학습율 및 만족도

먼저 K-得 프로그램의 이수율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 87.1%,
2018년도 88.2%, 2019년도 91.4%로, 우리나라 평균 이수율인 19.2%
와 비교하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9). 그리고 타전공
학습율은 각각 50%, 64%, 73%로 매우 높아 자기 전공 이외의 교과
목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K-MOOC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는 의견은 5점 만점에 평균 4.4였으며, 학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
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역시 평균 4.4였으며, 강
좌에의 참여도도 4.4로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K-MOOC 강좌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4로, 대학교육에서 K-MOOC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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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K-得 이수율, 타전공학습율,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 및 교육성과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이수율
87.1%
88.2%
91.4%

타전공학습율
50%
64%
73%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 만족도
4.1
4.2
4.1
4.2
4.4
4.5
4.5
4.5
4.6
4.4
4.5
4.5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 만족도 5점척도)

보다 구체적으로 K-MOOC 강좌의 편리성과 유용성 및 참여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영역

<표 7> K-得 활용의 교육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주요 내용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2017년 참여자)
“강의시간이
않아 학교 시험기간에는 시험공부에 집중하고
편리성 여유로울 때 제한적이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며 학점 관리에 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도 되어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 하게 되었다”(2018년 참여자)
“다가가기 힘든 학문에 쉽게 접근하였다.”(2017년 참여자)
“학과 특성상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이 한정적이라 아쉬웠다. 그런데
다양한 대학교의 교양을 들을 수 있을뿐더러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너무 좋았다. 게다가 강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평소 관심이
유용성 있어
있던 한국사에 대한 강의를 발견하고 듣게 되어 좋았다”(2018 참여자)
“전공과 다른 다양한 방면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2018 참여자)
“문과였기에 이과과목 배우기 힘들었는데 배울 수 있었다.(2018 참여
자)
“스터디를 하다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활동 계획이 흐지부지되
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
참여도 동 내용을 보고서로 올려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스터디를 하는
데 활동목적이 분명하게 생겨서 팀원들도 항상 모이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그런 점이 좋았다”(2019년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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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관점에서의 K-MOOC의 교육성과

한편 K-MOOC 강좌 활용에 따른 교육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을 OECD가 제시하는 아홉 가지 핵심역량과 의사소통능력, 협업능
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의 4C의 관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OECD 아홉 가지역량 중 인생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 협동하
는 능력의 세 가지 역량과 관련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4C의 경우는 모든 역량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면 다
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교육과정을 스스로 찾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그리
고 전공 또는 전공 이외의 과목을 들으면서 기존의 생각들을 새로
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심화해보는 능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8> 역량관점에서의 K-MOOC의 교육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핵심역량 영역

자율적
행동
(자기
관리)

인생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구체 의견
“누군가가 정해준 계획서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팀원끼리 강의계획서에서부터
활동내용, 수강 할 강의까지 정하며 능동적으
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
다”(2019년 참여자)
“조원들과 생명에 대해 얘기해보면서 서로가
느꼈던 것을 공유하면서 같은 것을 배워도 주
의깊게 듣고 더 잘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보면 신기했고 좋았다”(2018년 참여자)

OECD 타인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상호 잘하는 능력
작용
(대인관
짜서 공부를 같이 다독여주며
계
협동하는 “스터디그룹을
하게
되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2018
관리)
능력
년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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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영역
비판적사고력

창의력
4C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구체 의견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강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럽다”(2017년 참여
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보다 폭넓게 강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2019년 참여자)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 아닌 다른 학교 교수님
의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심화된 내용도 배웠고 학교 수업과 비
교해 가며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었다”(2019년
참여자).
“조원들끼리 서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문
제해결을 극복해가니 나의 지식도 쌓을 수 있
고 팀워크도 좋아졌다”(2018년 참여자)
“팀을 이루어 같이 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서로에게 모르는 내용을 물어
볼 수도 있으며,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어 서로
의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2019년
참여자)

Ⅳ.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을 위해 K-MOOC
이 개별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를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는 살펴보면, 먼저 K-MOOC은 교과연
계 비교과교육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수증을 발급받았을 경
우 정규 교양학점 1학점이 부여되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하고 있고, 1, 4학년보다는 2, 3학년이 더 많이 수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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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문 계열로 보면 공과대학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
수율은 평균 89%정도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타전공
학습율 역시 2019년 73%로 매우 높았다. K-MOOC 수강의 편리성
과 유용성, 그리고 K-MOOC 수업에의 참여도는 각기 4.4%였고
K-MOOC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4.4%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전공과 다른 분야와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과목
의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유용했다는 의견과 팀원들간의 협력에 의
한 적극적인 학습에의 참여,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자기
주도적 참여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K-MOOC의 성과를 OECD
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자율적 행동의 인생
계획 수립과 실행능력, 타인과 상호작용에서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과 협동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비판적 사고력
과 창의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의 4C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좋
았다는 의견이 분석되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및 역량의 함양이라는 측
면에서 K-MOOC은 분명 지식의 개방과 공유라는 플랫폼을 통해
학교나 전공이 제공하는 못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수업 설계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교육에서 K-MOOC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질 좋은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K-MOOC이 정부주도로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질
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세
계나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융합 학습은 기존의 학문 분야를 뛰어 넘어
융합 문제나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
는 학습이다. 이는 미국 교양교육협회(AAC&U)가 강조하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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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Question) 중심의 교육과 같은 것으로(김종규, 원만희, 2018),
개별 학문분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해결해보는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K-MOOC을 통한 융합 학습은 학교내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전공
이외의 타학문 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융합적 문제 또는
주제 중심의 융합 교과목과는 거리가 있다. 사례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 타학문분야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74%나 된
것은 K-MOOC을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전공 이외의 타
학문 교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
의 상황에서 K-MOOC이 병렬적 수준에서의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도 교육성과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융
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문제 중심의 융합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둘째, 대학교육에서 K-MOOC이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K-MOOC의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 세
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K-MOOC의 이수율은 높지 않다.
2019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대학 평균 이수율은
19.2%로, 대면 수업이 아닌 만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어렵거나
학점을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너무 기초적인 수업이 많다거나, 모바일 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K-MOOC이 대학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성
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수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대상 학교에서처럼 개별학습이
아닌 팀학습으로 운영하여 서로 학습의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와주거나 또는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의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과 내용과 도
전적인 과제에 대한 고려, 또는 현재의 분과적 학문 경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정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과 같은 학사
유연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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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시 남학생의 참여를 강
조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과대
학과 IT 대학을 제외한 인문이나 예체능대학의 참여율이 낮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지속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이나 IT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은 이들
대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과목이 많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
일 수도 있으며, 또는 융합의 필요성이 공과대학이나 IT대학에서는
활발히 인식되는데 반해 인문이나 예체능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공과대학이나 IT대학의 융합에 대한 필요
성과 K-MOOC에 개설되어 있는 인문사회계열의 교과목이 서로 매
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수강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문제 사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이 2016년에 개정한 교양 교육과정에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최미리, 2017) 또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부교육선도
대학사업(ACE)과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역량진단평가 등
에서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교
양교육의 방향을 탐색한 이상민(2018), 조헌국(2017) 등의 연구들은
모두 미래 교양교육이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K-MOOC은, 기존의 KOCW
를 개선하여 소셜네트워킹과 같은 쌍방향 요소를 결합시켜 교수자
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입한 것이긴 하지만
역량기반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K-MOOC은 강좌 개발시 추구하는 역량 및 이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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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플랫폼의 안정성이나 모바일 환경의 적합성 등을 보다 개
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의 환경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버 접속지연, 재생속도조절오류, 사용하기 불편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등은 학생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K-MOOC이
아무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해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
하다면 지속이용은 어렵다. 이런 점에서 K-MOOC의 플랫폼이나 모
바일 환경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
려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교육
과정 역시 변화에 직면해있다. K-MOOC의 의미와 활용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에
서 개별 대학에서 K-MOOC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본 연구는 그 의의를 지닌
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개별 대학들이 실제 K-MOOC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종합
적인 연구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대학교육에서 K-MOOC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제안해본다.

48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4권-1호(2021.3.31.)

<참고문헌>

강경희(2017). 대학 구성원 인식에 기초한 묵 개발 활용 전략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7), 151-158.
교육부(2014).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확정. 보도자료
교육부(201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추진 방안(안).
교육부(2019).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용 현황.
구예성(2016). 대학의 K-MOOC 개발과 운영에 대한 요구분석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종규, 원만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플랫폼으로서의 교양교
육. 인문과학 제70집, 211-237.
김주경(2018).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의 특성과 교육
효과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 위
논문
김지현(2014).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특징과 의의. 교양교육연구,
8(3), 193-247.
박시용, 임지영(2018). 고등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MOOC 활용 교육
모델,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847-855.
박창언(2016).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운영 현황과 과
제, 교육과정연구, 34(2), 122-140.
박태정, 나일주(2016). 한국 대학생의 K-MOOC 학습경험에 대한 내
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446-457.
백승수(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
육연구, 11(2), 13-51.
백승수(2019). 4차 대학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
13 (3), 11-29.
양단희(2016). MOOC의 교육적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대학과 융
합 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3), 121-129.
오예진(2017). 미국 MOOC 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MOOC의 발전방

대학교육에서 K-MOOC 활용과 교육성과에 대한 탐색: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49

향 모색: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의 관점을 중심으
로. 평생교육・HRD연구, 13(1), 103-135.
윤우진(2018). 대학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내 외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양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6, 44-52.
원만희, 김종규, 오현정(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 기
초교육원
이면재(2017). 온라인 대중공개강좌(MOOC)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확장된 IS 지속이용모델을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이병현(2017). 미국 MOOC의 최근 운영동향을 통해 본 MOOC 역할
과 K-MOOC 운영에 대한 시사점.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 (2), 227-251.
이상민(2018).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인간의
역사ㆍ경험ㆍ문화 기반의 인본주의적 교육을 향하여-. 인간
연구, 37,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별호, 113-133.
장필성(2016).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의 전략은?. 과학기술정책, 26(2), 12-15.
조헌국(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11(2), 53-89.
전영미, 조진숙(2019). 대학생의 K-MOOC 만족도 및 지속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80-91.
정한호(2017). MOOC 수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기술수용모형. 기대일치
모형, 과제기술적합성 모형을 기반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 (2), 315-343.
Baturay, M. H.(2014). An overview of the world of MOOCS.

50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4권-1호(2021.3.31.)

Proci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74, 427-433.

Glancy, F. H. & Isenberg, S. K. (2013). A Conceptual
Learner-Centered E-Learning Framework. Journal of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3(3-4), 22-35.
L. Pappano, “The year of the MOOC,” 2012.
http://www.nytimes.com/2012/11/04/education/edlife/massive-online
-courses-are-multiplying-at-a- rapid-pace.html.
Leckart, S. (2012). The Stanford education experiment could change
higher learning forever. Wired Magazine, 20, 122-128.
Loeckx, J. (2016). Blurring Boundaries in Education: Context
and Impact of MOOC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7(3).
Retrieved March 23, 2017 from
http://www.irrodl.org/index.php/irrodl/article/view/2395/3687
https://www.google.com/search?q=DeSeCo&oq=De&aqs=chrome.0.6
9i59j69i57j0l6.7258j0j8&sourceid=chrome&ie=UTF-8 2020년 7
월 15일 방문
http://www.kmooc.kr/courses 2020년 8월 19일 방문

대학교육에서 K-MOOC 활용과 교육성과에 대한 탐색: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51

〈Abstract〉

A case study on K-MOOC Use
and Educational Outcomes in
University Education

Jeon Youngmee (Su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 K-MOOC was
used and what were the educational outcomes in university setting. For
this, the program that was operated in university located in capital area
was analyzed. 719 students participated and questionnaire was used.
The study results were followed. First, K-MOOC was used as a
curriculum-related extracurricular. The students received one credit for
one certificate in liberal education. More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than male students, and more sophomore and junior students
participated than the freshmen and senior students. The average
learning pass rate was 89%, and the major cross rate in 2019 was 73%.
Usefulness, convenience of K-MOOC and participation in K-MOOC
were 4.4. In the light of core competencies, ability to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ability to relate well to others, and
ability to cooperate were improved.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 also were improved.
From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ontent qualities of
fusion subject matters should be progressed according to students’ need
and interest. The plan to raise the learning pass rate and the
competency-based lesson design should be supported. Also the platform
should be stabilized.
Key words: 4th industrial revolution, K-MOOC, competency-based
education, educational outcome, curriculum-related
extracurr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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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증진과 이를 바탕
으로 한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다수의 대학
들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CTL; Center of Teaching & Leanring)를 설치하고, 각 대학의 특
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때,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인 학습자의 학습역량 함양을 위
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학습역량 요인과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안규림, 이경화, 2013). 대학생의 학습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학습자의 학습목표, 학습관, 과
제인식, 학습신념의 통제,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등과 같은 동기적
요인과, 학습시간 관리, 내용의 조직화 및 정교화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 그리고 학습 참여도,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등 학습자의 행동적
요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와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김옥분, 김혜진, 2019; 신미정, 정칠화, 우희정,
2020).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대학의 교수학습센
터 내에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학습자
의 학습참여 행동특성 진단에 기초한 경우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학습참여 행동특성에 관한 자가진단도
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참여 행동특
성에 대하여 진단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통해
관련 교과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시 학습자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지
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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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전통적인 교수자중심의 수업에서는 각 교과목에 참여하는 학습자
들이 동일한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수업
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지만, 학생 개
개인의 이해 정도 및 배경지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수업참여 동기에
도 차이가 있다(이경화 외, 2017). 이러한 요인들은 대학 수업의 분
위기와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대학에서 이
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는 다르게 보다 다
양해지는데, 학습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개인의 학업성취는 물론 동
료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김옥분, 김혜진,
2019).
특히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기반학
습, 액션러닝 등의 학습자 중심교육, 그리고 플립드러닝과 같은 수
업형태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전략, 정의적
유형, 학습전략 등의 학습행동특성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학습도입 단계에서의 수업준비,
학습계획, 학습관 및 학습목표, 학습전개단계에서의 적극적이며 능
동적인 참여, 주의집중과 경청, 수업 몰입정도 그리고 수업 이후에
학습자의 주도성이 요구되는 복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주
도적으로 학습하는가의 정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 학습자가
수업의 만족도에 대해 스스로 그 수준이 높다고 느끼면, 다음 수업
에 대한 기대와 동기는 물론, 학업성취 역시 향상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학습이전, 학습전개과정 그리고 학습결과 의 각 단계에
서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방희원, 2019). 학습단계별 학습자의 행동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가 수업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인 학습도입 단계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수업준비, 학습 환경점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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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간관리, 학습관, 학습목표 등이 있다(방희원, 2019). 한편 최
근 급속도로 확산되어 일반화된 온라인 수업의 특성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온라인 강좌는 전체
강좌 중 1%였으나(교육부, 2020; 도재우, 2020), COVID-19 상황 이
후에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디바이스로 인터넷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학습자
의 행동특성에 따라 학업성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수강 여부, 과제의 제출 여부 등이 오로지 학습자의
책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관리와 자기 동기부여
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김영민, 2016; 목영해, 2020). 또, 학습활동,
학업성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관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
습의 효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fer, 2000;
Paulsen & Feldman, 2005). 학습관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
을 위한 기준과 사고의 틀을 제시해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
과제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에 관한 성찰
과 피드백을 하기도 하며, 자기조절학습을 위한 동기적, 인지적, 행
동적 전략을 개발해나가기도 한다(Butler & Winne, 1995; Hofer,
2000; Paulsen & Feldman, 2005; Schommer, 2004). 다시 말해서, 학
습자의 학습관이 학습동기, 학습목표와 계획의 설정, 학습몰입 등의
요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조현철, 2007).
둘째, 수업에서 본격적인 학습 전개 단계가 진행되면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하여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는 학습자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 수업에의 주의집중과 경청, 학습몰입에 관한 요인 등
이 포함된다. 즉, 학습자의 주의집중 정도, 학습 전략과 시간관리 전
략, 성취동기와 학습몰입, 학업적 정서조절 등의 요인들은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과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정원, 2017; 김아름, 윤안순, 2018; 김은진, 양명희, 2012; 방
희원, 2019; Butler & Winne, 1995; Csikszentmihyi & Lefevr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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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학습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도적인 학습자일수록 학습
도입과 전개의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높은 학업성
취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김은진, 양명희, 2012; 방희원,
2019). 또한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및 전
공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요인 그리고 학습 태도 및
기타 행동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최근 대학생은 실제적 학업성취뿐 아니라 자신의 성취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역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김은진, 양명
희, 2012; 방희원, 2019; 윤정아, 2017), 이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다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수업만족도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서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성은모, 최효선,
2016; 안규림, 이경화, 2013; 이경희, 김지연, 2014),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의 만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에 대한 주도성과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대학생 학습참여 행동특성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참여 행동특성에 대한 기존의 개념
및 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대학생 학습참여 행동특성의 영역을 학습도입, 학습전
개 그리고 학습결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정하고, 각 영역의 구성요인을 개념화하였다. 구체적 개념화의
내용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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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생 학습참여 행동특성 연구모형
2. 전문가집단 내용타당도

대학생의 학습참여 행동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수집하고 최종
적으로 개발한 문항들을 7인의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논리적 내용
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검토 방법은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각 요인별 조작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타당도의 평가 틀을
보내,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매우 적절하지 않다’에서 ‘매우 적절하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 검토 후 전문가들이 수행한 문항의 내용타당도 평가점
수가 3점 이하의 문항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 및 삭제 과
정을 거쳐 본검사 문항을 도출하였다.
3. 검사 분석방법 및 최종문항 도출

1) 연구대상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한달간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의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본검사 대상자는 <표 1>과 같으며,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49명(21.8%), 여학생은 176명(78.2%)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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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60명(26.7%), 2학년 61명(27.1%), 3학년
70명(31.1%), 4학년 34명(15.1%)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자의 전공
은 인문계열 77명(34.2%), 사회계열 36명(16.0%), 자연과학계열 86명
(38.2%), 공학계열 15명(6.7%) 그리고 예체능계열 11명(4.9%)으로
나타났다.
항목
성별
학년
전공

<표 1> 본조사 대상자

분류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빈도수(명)
49
176
60
61
70
34
77
36
86
15
11

비율(%)
21.8
78.2
26.7
27.1
31.1
15.1
34.2
16.0
38.2
6.7
4.9

2) 검사분석방법
내용타당도를 바탕으로 선정된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지 요인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한 양호
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이론적으
로 각 영역별 가정된 요인의 수를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여 성분을 추출하였고, 베리맥스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법을 사용였
다. 또한 추출된 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조방정
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검증은 신뢰도계수
(Cronbach' α계수)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통계분석을 위해
서 SPSS 23.0과 AMOS 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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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문항도출
최종 문항 도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학습도입’에서는 공통성이 .3이하인 문항 ‘수업준비 1’과 ‘학습관
5’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수업준비와 온라인 환경
점검, 학습계획과 시간관리, 학습관과 학습목표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론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학습도입 영역은
3개 하위요인으로 수정하였다. ‘학습전개’에서는 공통성이 .3이하인
문항 중 ‘주의집중 5’를 삭제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경청과 몰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고, 이론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학습전개 영역은 3개 하위요인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결
과’에서는 공통성이 .3이하인 문항이 없었으며, 요인분석결과 ‘학습주
도성 14’와 ‘수업만족도 2’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구성된 최종 검사의 구성과 문항 수를 살펴보면, 학습도
입은 수업준비(온라인 환경점검 포함) 7문항,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8문항, 학습관 및 학습목표 8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
전개는 능동적 참여 4문항, 주의집중 3문항, 몰입과 경청 8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결과는 학습 주도성 16문
항, 수업 만족도 9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도출된
총 문항수는 총 63개로 나타났다.
<표 2> 학습참여 행동특성검사 하위요인별 삭제문항 및 최종검사 구성
영역

하위요인

수업준비
온라인
환경점검
학습 학습계획
도입 시간관리
학습관
학습목표

요인부하량
예비검사 공통성기준
최종
최종
삭제
기준
문항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수 삭제 문항 수
5
1
2
수업준비
(온라인
7
5
환경점검)
5
학습계획및 8
시간관리
5
2
5
1
1
학습관 및
8
학습목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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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부하량
예비검사 공통성기준
삭제
기준
문항수
문항수 삭제 문항 수
능동적참여
7
3
6
1
2
하습 주의집중
전개 경청
5
몰입
5
2
17
1
학습 학습주도성
결과 수업만족도
10
1
영역

하위요인

최종
최종
하위요인 문항수
능동적참여 4
주의집중
3
몰입과경청 8
학습주도성 16
수업만족도 9

Ⅳ. 연구결과
1. 최종검사의 신뢰도

최종검사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 계수로 구해졌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3개 영역의 신뢰도
는 학습도입 .931, 학습전개 .924 그리고 학습결과 .94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55∼.927 범위로 나타났으며, 이
런 크기들은 검사의 문항 내적 합치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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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생 학습참여 행동특성검사 신뢰도
영역
학습
도입

하습
전개
학습
결과

하위요인
수업준비
(온라인
환경점검)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학습관 및
학습목표
능동적 참여
주의집중
몰입과 경청
학습 주도성
수업 만족도

문항수

Cronbach α Cronbach α Cronbach α
(n=225) (n=225) (n=225)

7

.867

8

.905

8

.879

4
3
8
16
9

.833
.755
.905
.927
.901

.931
.974
.924
.944

2. 최종검사의 타당도

1) 상호상관행렬
대학생 학습참여 행동특성검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3개 영
역으로 구분된 8개 하위검사 간 상호상관행렬을 구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4>와 같다. 각 하위검사 간 상호상관은 .393 ~ .835로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관찰변인들 사이에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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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생 학습참여 행동검사 상호상관행렬

a
b
c
d
e
f
g
a
1
b
.545** 1
c
.547** .605** 1
d
.461** .584** .748** 1
e
.393** .542** .553** .530** 1
f
.535** .610** .790** .704** .582** 1
g .543** .675** .802** .815** .592** .835**
1
h .467** .442** .674** .525** .551** .654** .651**
M
4.495 3.764 4.017 3.838 3.252 3.88 3.89
SD
.548 .809 .650 .772 .845 .684 .632
주1. a : 수업준비, b: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c: 학습목표와 학습관, d:
참여, e: 주의집중, f: 몰입과 경청, g: 학습주도성, h: 수업만족도
주2. **p <.01

h

1
3.90
.668
능동적

2) 요인구조 타당도
3개 영역(학습도입, 학습전개, 학습결과), 8개의 세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학습도입 3요인, 학습전개 3요인, 학습결과 2요인) 대학생 학
습참여 행동특성 검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별 이론적으로 가정된 요인
의 수를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성분을 추출하였고, 베
리맥스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각 척
도별로 요인부하량이 .3미만인 문항과, 문항이 원래 측정하고자 한
요인에 부하되지 않거나 중복 부하된 경우는 삭제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문항 수를 고려하여 내용타당도를 근거로 가장 타당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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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습도입 하위요인 요인구조 타당도

문항내용

학습계획및시간관리4
학습계획및시간관리3
학습계획및시간관리7
학습계획및시간관리1
학습계획및시간관리5
학습계획및시간관리2
학습계획및시간관리6
학습계획및시간관리8
학습목표와학습관8
학습목표와학습관5
학습목표와학습관4
학습목표와학습관1
학습목표와학습관2
학습목표와학습관7
학습목표와학습관6
학습목표와학습관3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3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4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5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6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2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7
수업준비(온라인환경점검)1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796
.754
.694
.660
.660
.646
.603
.490
.212
.362
.380
.130
.353
.047
.242
.298
.113
.219
.076
.312
.226
.346
.200
4.564
19.842
19.842

요인2

.291
.222
.222
.148
.270
.239
.368
.154
.654
.650
.641
.620
.615
.609
.608
.561
.163
.156
.157
.267
.167
.219
.329
3.903
16.971
36.813

요인3

.138
.173
.204
.318
.276
.105
.196
.314
.259
.183
.075
.321
.138
.236
.123
.225
.764
.701
.689
.645
.586
.547
.479
3.604
15.672
52.485

공통량

.737
.648
.573
.559
.584
.485
.537
.363
.539
.587
.561
.505
.522
.428
.444
.454
.623
.564
.506
.585
.422
.467
.377

<표 5>를 살펴보면, 학습도입의 경우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로 나타났고, 학습계획과 시간관리(고유값: 4.564, 설명량: 19.842%),
학습목표와 학습관(고유값: 3.903, 설명량: 16.971%), 수업준비(온라
인 환경점검)(고유값: 3.604, 설명량: 15.672%)의 3개 영역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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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약 52.485%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학습계획과 시간관리
로 ‘내가 해야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여기에 맞게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요인2는 학습목표와 학습
관으로 ‘내가 듣는 수업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요인3은 수업준비(온라인 환경점검)으로
‘비대면 수업 전에 컴퓨터, 마우스, 배터리, 이어폰 등 수업 관련 기
기 상태를 확인한다’,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된다.
<표 6> 학습전개 하위요인 요인구조 타당도

문항내용
몰입과경청2
몰입과경청3
몰입과경청7
몰입과경청5
몰입과경청4
몰입과경청1
몰입과경청8
몰입과경청6
능동적참여1
능동적참여2
능동적참여3
능동적참여4
주의집중1
주의집중3
주의집중2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767
.713
.712
.621
.610
.605
.552
.533
.502
.372
.402
.177
.239
.096
.373
4.103
27.356
27.356

요인2
.295
.212
.295
.271
.199
.196
.226
.335
.428
.769
.653
.630
.224
.142
.241
2.260
15.069
42.425

요인3
.221
.257
.254
.229
.389
.019
.504
.303
.238
.171
.211
.278
.812
.611
.501
2.220
14.803
57.228

공통량
.724
.619
.658
.512
.562
.405
.610
.488
.493
.759
.633
.505
.767
.402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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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전개의 경우 고유값이 1 이
상인 요인이 학습도입과 마찬가지로 3개로 나타났고, 몰입과 경청
(고유값: 4.103, 설명량:27.356%), 능동적 참여(고유값: 2.260, 설명량:
15.069%), 주의집중(고유값: 2.220, 설명량: 14.803%)의 3개영역이 설
명하는 변량은 전체변량의 약 57.4228%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몰입과 경청으로, ‘교
수의 설명에서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며 수업을 듣는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요인2는 능동적 참여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문제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해 본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요인3은 주의집중으로 ‘수
업시간에 딴생각을 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표 7> 학습결과 하위요인 요인구조 타당도

문항내용
학습주도성11
학습주도성4
학습주도성2
학습주도성3
학습주도성10
학습주도성7
학습주도성5
학습주도성13
학습주도성1
학습주도성8
학습주도성16
학습주도성6
학습주도성12
학습주도성15
학습주도성9
학습주도성14
수업만족도4
수업만족도2

요인1
.753
.718
.711
.706
.650
.610
.604
.601
.600
.597
.593
.587
.586
.539
.472
.467
.154
.231

요인2
.235
.312
.234
.150
.213
.139
.207
.378
.202
.285
.278
.246
.332
.484
.380
.333
.750
.744

공통량
.623
.513
.561
.521
.468
.391
.408
.504
.401
.438
.429
.405
.606
.525
.366
.329
.586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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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수업만족도3
수업만족도8
수업만족도5
수업만족도7
수업만족도6
수업만족도1
수업만족도9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227
.166
.286
.404
.427
.434
.202
6.906
27.623
27.623

요인2
.702
.693
.691
.601
.589
.564
.537
5.223
20.891
48.514

공통량
.545
.508
.559
.525
.529
.506
.329

마지막으로 <표 7>의 결과처럼, 학습결과의 경우 고유값이 1 이
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고, 학습주도성(고유값: 6.906, 설명량:
27.623%), 수업만족도(고유값: 5.223, 설명량: 20.891%) 2개 영역이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변량의 약 48.514%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학습주도성으로 ‘나는
공부할 때, 교과에 있는 내용을 다른 교과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지
으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요인2는 수업만족도로
‘전반적인 수업의 질에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3) 요인구조 적합도 : 모형적합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결과를 토대로 요인부하량과 문항의 내
용타당도 결과 관측모델이 이론적 모델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확
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학습참여 행동특성검사의
이론적 모델이 제시하는 학습도입, 학습전개 그리고 학습결과라는 3
개의 영역에서 ‘학습도입’의 경우  은 484.198, df는 227로 나타났으
며, CFI, TLI는 각각 .904과 .884로 나타났다.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는 최소 .7이상이어야 하고 .9이상이면 도구의 적합도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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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기 때문에(Hair, Tatham, Anderson, & Black, 1998), 이
러한 결과는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MSEA 역시 .061로 나타났으며, 지수 중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10이하이면 적
합도가 좋은 모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Hu & Bentler, 1999), 이
를 바탕으로 학습도입 안에서 문항과의 관계성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전개’의 경우  은 275.767, df는 87로 나타났으며,
CFI, TLI는 각각 .899, .861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RMSEA는 .098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전개 안에서 문항
과의 관계성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결과’의 경
우  은 875.994, df는 274로 나타났으며, CFI, TLI는 각각 .811과
.776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RMSEA 역시 .099로 나타
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결과 안에서 문항과의 관계성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하위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모형
학습도입
학습전개
학습결과



484.198
275.767
875.994

df
227
87
274

RMSEA
.071
.098
.099

CFI
.904
.899
.811

TLI
.884
.861
.776

Ⅳ. 논의 및 제언

최근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경
쟁력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해 다수의 교수자 및 학습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는 교수·학습 과정의 중심에 있는 수업 혹은 관련 프로그램이 학
습자의 학습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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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행동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학습도
입, 학습전개 및 학습결과의 3영역 총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검사가 개발되었으며, 최종검사의 신뢰도가 양호하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수업의 과정에 맞추어 학습도입,
학습전개 및 학습결과로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습자 학습
역량 및 학습관련 변인 측정도구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수자, 학습자 및 교육내용의 3가지 요
소로 구성되며(강영삼 외, 2007), 이는 수업을 통해 실현된다. 이뿐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학습의 질과 성
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의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
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습역량 및 학
습자 행동특성 측정도구는 수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장’인 수업에서의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업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
써 교육이 일어나는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는 교육적 유용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대학은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교수·학습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수자를 대
상으로 하는 강의컨설팅의 경우 교수자의 교수역량강화를 주목적으
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수자의 교수역량 증진을 통해 학습
자의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많은
교수학습센터에서는 교수자의 교수역량이 증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자의 교수행동 변화에 관한 설문을 실
시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행동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
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부분만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측정도구의 활용을 통해 교수자의 행동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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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수업의 효과성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본 연구의 도구를 적용한다면,
관련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행동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교차타당도를 확인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성비를 살펴보면, 총 225명 중
여학생은 78.2%(176명), 남학생은 21.8%(49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한 구조로 확인된 학습도입, 학습전개 및 학습결과
의 3요인이 남학생집단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모형 및 측정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확인이 필요
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학습역량 등과 관련하여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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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Learning
Engagement Behavior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Choi Bor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Hyunwoo (Jesus University)
Kwon Eunjin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elf-report test about
learning engagement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validate it.
For this, we developed the items which can measure the leaning
engagement behaviors based on advanced researches and surveyed it to
225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are like below. First we deduced 3
factors(pre-learning,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 and 63 items.
Second, we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odel
appropriation and model fit index like CFI, TLI, and RMSEA were
appropriate. The results of reliability test were .76~.93 so the reliability
also confirmed.
The developed self-report test about learning engagement of university
student has implications in discrimination from advanced tests and its
utility.
Key words: Learning engagement, Lecture engagement, Learning
engagement behavior, Learning engagement behavior test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4권-1호(2021.3.31.), pp 75~94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Research

실험·실습 수업평가에 대한
핵심단어 중심 네트워크 분석*

윤 정 현** (한성대학교)
박 금 주*** (단국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실험·실습 수업의 운영을 위해 수업평가결
과 중 텍스트로 된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 핵심단어 중심의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실험·실습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단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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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업의 좋은 점에서는 이론을 바탕
으로 직접 실험을 하고 시험 전 내용 정리가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개선점에서는 열악한 실험실 환경, 피드백 부재,
만족스럽지 못한 조교의 수업 운영이 도출되어 조교의 미숙한 수업 운
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실험·실습 수업의 개선점들은 교수자가 학습자
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고 수업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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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수업평가는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수
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강의자를 선발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운
영하기도 하고 수업 저평가 교원에게는 수업개선계획서를 제출하거
나 학내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수업평가는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
식 문항에 대한 양적 데이터는 분석이 수월하고 수치화되어 있어
판별이 쉽다. 그러나 주관식 문항은 텍스트 자료로 되어 있어 방대
한 자료를 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텍스트 자료는 응답자의 의견
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질적 데이터로서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텍스트 자료에서 핵심
내용 도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텍스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인 네트워크 분석은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자료의 단어 출현 빈도를 산출하고 주요 단어를 추출해 단
어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최창현, 2011). 네트워크 분석은 단
어와 단어, 개념과 개념 간 관계를 해석하는 기법(최영출, 박수정,
2011)으로 텍스트로 된 질적 자료를 양적자료로 산출해 출현 빈도와
연결 정도를 점과 선으로 표시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면 복잡
한 관계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김
용학, 김영진, 2016) 좀 더 객관화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핵심 단어 간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단어 간의 관계를 직관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민혜리, 윤한솔, 2017).
2020년 1학기 대학의 실험·실습은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실험실습 동영상 시청이나 온라인으로 실험 장면을
시청하는 방식, 실험 키트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실험하고 보
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형태 등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2학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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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체적으로 실험·실습 대면 수업을 위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전
체 대면 수업이나 몇 주에 걸친 집중 대면 수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실험·실습 수업의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수업이 직접 경험이 필요한 수업에 있어 한
계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실험·실습 수업은 교원과
조교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공계열의 실험 수업에
서는 조교가 실험·실습의 준비, 운영, 평가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실험·실습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어떻게 수업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수업활동에 대해 어떤 지
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자료로는 수업평가 결과가 있다. 매 학기 수강
한 교과에 대한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해당 수업의 만
족도, 강의 환경, 좋은 점, 개선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수업평가
는 수업 내용 영역, 교수자 영역, 수업 환경 영역 등 수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로 되어 있는 수업평가 결과 중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 핵심단어 중심의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실험·실습 수업을 위한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의 수업평가

대학 수업평가는 대학 교육의 책무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
년대부터 대학 교육 경쟁력과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거의 모든 대
학이 시행하고 있다. 대학 수업평가는 교수의 수업 질 향상과 교수
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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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는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대학은 수업평가 우수 교원을 선정하고 인
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수업 저평가 교원을 제재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업평가의 목적은 교수 자질의 평가와 직업적 전문성
향상, 그리고 책무성 부여에 있다. 교육의 수요자이자 수업평가의
주체인 학생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피드백에 기반해서 교원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차기
학기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강의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
게 수업평가는 수업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의 역할과 행정적 의
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강의평가를 수업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
보면, 첫 번째 연구는 민혜리와 윤한솔(2017)의 연구로 네트워크 분
석을 활용한 수업평가 주관식 응답에 나타난 교수와 학생의 의견
차이 비교에서 수업의 장단점 의견을 분석하였다. 4년간 수업평가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수업평가 주관식 응답자료를 6개 단과대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추출한 키워드를 수업환경, 수업자료, 수업운
영, 설명방식, 상호작용, 교수특성, 평가, 기타로 범주를 분류하였다.
교수와 학생 모두 수업내용의 설명방식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고
수업평가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도 설명방식으로 나타났다.
수업자료와 교수 특성, 수업운영 영역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크게 인
식하고 있는 반면, 교수자는 문제 의식이 높지 않아 교수가 학생의
의견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수업개선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이후희 외(2018)의 연구는 사범대 학생들이 참여한 서술
형 수업평가 자료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배움이 있
는 수업, 좋은 수업, 유익한 수업, 재밌는 수업, 이해 가능한 수업,
소통하는 수업, 체계적 수업, 생각할 수 있는 수업, 의미 있는 수업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려운 수업, 비체계적 수업,
힘든 수업을 부정적인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 하정윤과 나민주(2017)는 인문사회계열 전공 교과목 수강
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만족하는 요인과 불만족하는 요인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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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업평가 서술형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 가장 만족하는 요인은 교수자
의 ‘수업내용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하는 요인은 ‘수업
내용의 난이도’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수업 중에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적절히 활용할 때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생들은 ‘재미있는 수업 진행’과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수업
만족 요인을 표현하였다.
반면, 교수자가 기존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고 충분히 내용
을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는지 등을 성찰하고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진행 속도가 빨라 진도를 따라가기 벅차
다는 점도 수업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
하고 진도를 나가는 교수자의 일방적 수업 진행이 원인이었다. 따라
서 교수자는 수업 내용의 수준, 교수법, 설명력 등을 점검하여 수업
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 내용 수준과 교수법, 설명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네 번째, 곽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는 수업평가 응답에 대해 토
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과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도출하였다. 과제/실험/실습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과제, 실습, 프로젝트, 레포트, 퀴즈 등이 출현 빈도 높은 단
어로 도출되었으며 함께 언급된 부담, 부족, 개선, 로드 등으로 보아
학생들은 과제, 실습,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좋았던 점에서는 실험, 경험,
발표, 실제, 실습, 참여 등이 출현 빈도 높은 단어로 도출되었으며
함께 언급된 도움, 피드백, 친절 등으로 보아 직접 경험해 본 실험
에 대해 긍정적임을 유추하고 있다.
다섯 번째, 최정웅, 안동규(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서술형 수
업평가 결과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
상호작용과 관련된 키워드로 흥미, 기회, 열정, 재미, 참여, 유익, 친
절 등의 단어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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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중 민혜리와 윤한솔(2017), 이후희 외
(2018), 하정윤과 나민주(2017)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
적인 수업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력’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교수자가 수업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적절한 수준을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업자료가 있어
야 하며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수업
준비가 시작되는 만큼 교수자의 수업내용에 대한 설명력은 수업 만
족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곽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는 과제/
실험/실습 수업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좋았던 점과 관련된 단
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활동 상황을 유추하였다. 최정웅, 안동규
(2016)의 연구는 학습자와 교수자간 상호작용에 나타난 단어들을 도
출하였다.
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사
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분석은 텍스트에 존재하는 단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링
크(link)로 표시하고 연계된 단어와 단어 또는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분석 기법이다.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전통적인 내용
분석과 같이 사전에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들의 출현 빈
도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단어들 간의 관계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최영출, 박수정, 2011).
또한, 복잡한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
다. 분석 대상은 사회, 조직 간 관계에서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로
확장되었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김
용학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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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연구에서는 주요 개념과 관련된 어휘나 서술을 빈도 분
석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분석하는 것에 그쳤으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주요 핵심어 및 주요어 간 관계의 강도를 과학적으
로 분석하여 주요어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이수상,
2014). 활용분야는 커뮤니케이션, 정보학을 비롯해 경영학, 언론학,
정치학, 교육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등 인접 학문 영역에서도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주관식 응답에 대해 양적 분석이 가능하다. 질적
연구 대상이었던 주관식 응답을 양적 분석하였고 동시에 질적 연구
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평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민혜리, 윤한솔, 2017). 수업에 대한 학
생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학 교육
의 현 상태를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대학의 2019년 1학기 실험·실습 수업의
수업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서술형 수업평가 문항(좋은 점, 개선점)
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실습 수업은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수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
과로 구성된 자연과학대학의 실험과 실습수업이다. 47개의 실험·실
습 수업의 서술형 수업평가 결과가 분석대상이었으며 실험·실습 수
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중복참여를 허용하여 14,028명이었다.
A대학의 서술형 수업평가 문항은 ‘이 수업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
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이 수업에서 특별히 개선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로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
점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A대학은 전체 학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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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이상의 4년제 대형 대학에 속하며 실험·실습 수업이 조교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이 높다.
2. 분석 방법

핵심단어 중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KrTitle 및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분석은 단어출현빈도, 핵심단어선정, 공출현빈도를 도출하고 텍스트
중앙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 집락분석,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실시
하였다.
텍스트 중앙성 분석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이
다. 연결중심성은 한 노드(단어)가 다른 노드와의 연결정도, 근접중
심성은 노드와 노드 간 인접 정도,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집락분
석은 모든 사례가 한 개의 군집이 될 때까지 그 연결을 계속해 나
가는 기법으로, 최종 결과에서 하나의 군집이 형성된다. 가장 먼저
묶인 노드가 유사성을 가지며 점차 유사성이 떨어질수록 더 큰 집
락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김용학, 김영진, 2016).
텍스트 분석에 앞서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 파일을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는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강의는 ‘수업’, 방식은 ‘방법’, 고사는
‘시험’, 레포트와 리포트는 ‘과제’, 팀은 ‘조’ 등으로 수정하였다. 문장
중에 포함된 ‘없다’는 분석에 포함시키고 주어 없이 서술어로만 기
술한 ‘없다’는 삭제하였다. 출현빈도가 높은 동사는 어미를 통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좋겠습니다’, ‘좋겠음’ 등을 ‘좋겠다’로
수정하였다. 텍스트 파일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은 띄
어쓰기를 하였다.
실험·실습 수업의 수업의 좋은 점, 개선점에 대해 단어 출현빈도
를 구하고 출현빈도와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단어를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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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단어 간 공출현빈도를 구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출현빈도는 한 문장안에서 하나의 핵심단어가 나머지 핵심단어들
과 함께 출현한 빈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치
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중앙성 분석을 실시하고 수업의 좋은 점
과 개선점에 대해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핵심단어 출현빈도

핵심 단어 출현 빈도는 KrKwic을 활용해 도출하였다. 핵심단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수업의 좋은 점에서는 ‘좋다’, ‘수업’, ‘교수
님’, ‘설명’, ‘이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재미’, ‘쉽게’, ‘친
절’, ‘가르침’, ‘감사’, ‘자세히’, ‘열정’, ‘도움’, ‘배우다’, ‘흥미’, ‘유익’과
같은 단어로 수업의 좋은 점을 표현하였다.
수업의 개선점에서는 ‘수업’, ‘좋겠다’, ‘많다’, ‘시험’, ‘교수님’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어렵다’, ‘힘들다’와 같은 단어로 수업의
개선점을 표현하였다.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개선점 보다는 좋은 점에 대한 응답 비율
이 높았고 수업의 좋은 점에서는 수업에 대해 ‘재미’, ‘쉽게’, ‘자세
히’, ‘흥미’, ‘유익’과 같은 단어로 긍정적 생각을 표현하였고 교수자
에 대해서는 ‘친절’, ‘감사’, ‘열정’과 같은 단어로 긍정적 생각을 표현
하였다. 수업의 개선점에서는 교수자에 대한 의견보다는 수업에 대
한 의견 비율이 높았고 ‘어렵다’, ‘힘들다’와 같은 단어로 부정적 생
각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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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출현빈도

도출된 핵심단어를 활용해 공출현빈도를 도출하였다. <표 2>와
<표 3>은 각각 실험·실습 수업의 핵심단어에 대한 공출현빈도로 실
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한 핵심단어들이 한 문장 안
에서 함께 언급되는 횟수를 표시한 것이다. 출현빈도가 높은 15개
핵심단어에 대해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한 공출현
빈도를 제시하였다.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에 대한 핵심단어 공출현빈도에서는 ‘교
수님’과 ‘수업’ 272회, ‘좋다’와 ‘수업’ 252회, ‘교수님’과 ‘좋다’가 170
회에 걸쳐 함께 출현하였다. 개선점에 대한 공출현빈도에서는 ‘수업’
과 ‘내용’ 150회, ‘수업’과 ‘교수님’ 146회, ‘수업’과 ‘학생’ 114회에 걸
쳐 함께 출현하였다.
<표 1>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의 핵심단어출현빈도
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
핵심 출현 순 핵심
단어 빈도
단어
좋다 961 16 내용
수업 863 17 열정
교수님 704 18 도움
설명 520 19 이론
이해 370 20 배우다
실험 327 21 어렵다
재미 308 22 실습
조교 247 23 진행
쉽게 245 24 다양
학생 196 25 흥미
친절 186 26 질문
가르침 177 27 유익
감사 156 28 문제
많다 147 29 시험
자세히 134 30 지식

출현
빈도
124
123
112
92
89
82
79
77
66
47
46
44
44
43
41

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실험·실습 수업의 개선점
핵심 출현 순 핵심
단어 빈도
단어
수업 459 16 힘들다
좋겠다 243 17 빠르다
많다 175 18 과제
시험 172 19 목소리
교수님 157 20 발표
설명 149 21 감사
학생 127 22 진도
실험 123 23 공부
어렵다 122 24 프레젠테이션
내용 114 25 배우다
좋다 114 26 이론
이해 96 27 출석
문제 91 28 족보
생각 86 29 점수
조교 82 30 진행

출현
빈도
76
75
74
64
59
57
54
41
39
36
36
33
32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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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에 대한 핵심단어 공출현빈도
좋다
수업
교수님
설명
이해
실험
재미
조교
쉽게
학생
친절
가르침
감사
많다
자세히

좋다
0
252
170
123
81
98
29
74
56
56
30
30
29
34
29

수업 교수님 설명 이해 실험 재미 조교 쉽게 학생 친절 가르침 감사 많다 자세히
252 170 123 81 98 29 74 56 56 30 30 29 34 29
0 271 117 164 71 147 92 109 180 43 36 41 46 25
271 0 114 70 8 54 15 40 86 65 54 59 33 10
117 114 0 168 50 26 39 140 38 51 3 24 24 92
164 70 168 0 44 22 31 167 69 12 25 16 29 15
71 8 50 44 0 58 64 24 42 22 3 7 21 16
147 54 26 22 58 0 23 19 13 4 18 8 6 1
92 15 39 31 64 23 0 29 70 57 14 15 17 6
109 40 140 167 24 19 29 0 53 9 21 14 13 4
180 86 38 69 42 13 70 53 0 23 7 15 26 7
43 65 51 12 22 4 57 9 23 0 12 6 5 5
36 54 3 25 3 18 14 21 7 12 0 13 6 5
41 59 24 16 7 8 15 14 15 6 13 0 15 4
46 33 24 29 21 6 17 13 26 5 6 15 0 2
25 10 92 15 16 1 6 4 7 5 5 4 2 0

<표 3> 실험·실습 수업의 개선점에 대한 핵심단어 공출현빈도

수업
수업 0
좋겠다 88
많다 51
시험 110
교수님 146
설명 61
학생 114
실험 100
어렵다 16
내용 150
좋다 12
이해 71
문제 83
생각 104
조교 46

좋겠다
88
0
10
40
10
39
40
29
3
22
1
16
24
8
13

많다 시험 교수님 설명 학생 실험 어렵다 내용좋다이해문제생각조교
51 110 146 61 114 100 16 150 12 71 83 104 46
10 40 10 39 40 29 3 22 1 16 24 8 13
0 24 12 10 22 22 5 26 1 7 23 23 13
24 0 19 10 76 21 3 67 3 17 109 33 25
12 19 0 29 33 6 1 16 5 12 38 48 18
10 10 29 0 5 33 8 34 4 36 15 12 25
22 76 33 5 0 25 1 35 1 22 33 49 18
22 21 6 33 25 0 1 35 6 10 16 15 38
5 3 1 8 1 1 0 10 1 12 8 1 1
26 67 16 34 35 35 10 0 3 27 41 25 7
1 3 5 4 1 6 1 3 0 2 2 7 3
7 17 12 36 22 10 12 27 2 0 19 13 3
23 109 38 15 33 16 8 41 2 19 0 26 19
23 33 48 12 49 15 1 25 7 13 26 0 21
13 25 18 25 18 38 1 7 3 3 19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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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분석

지금까지 도출된 핵심단어 출현빈도와 공출현빈도를 활용해 핵심
단어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굵은
선으로 연결된 핵심단어일수록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
[그림 1]과 같이 수업의 좋은 점 네트워크에서는 ‘수업’과 ‘교수님’
간 언급이 가장 많고 수업은 재미, 내용, 좋다, 이해, 학생, 쉽게 등
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교수님은 좋다, 열정, 학생, 설명 등과 함
께 언급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수업의 개선점 네트워크에서는
‘수업’과 ‘교수님’간 언급이 가장 많고 수업은 실험, 학생, 발표, 시험,
좋겠다, 내용, 생각 등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교수님은 문제, 조교
등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림 1]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좋은 점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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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개선점 네트워크 분석
4. 텍스트 중앙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시적으로 표현했던 핵심단어와 핵심단어
사이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텍스트 중앙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
은 수치가 높을수록 노드 간 연결이 많음을 나타낸다. 매개중심성은
수치가 높을수록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
하는 횟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근접중심성은 수치가 작을수록 노드
와 노드가 더 가까이 인접해 있음을 나타낸다.
<표 4>와 같이 수업의 좋은 점에서 연결중심성은 ‘수업’, ‘좋다’,
‘교수님’, ‘설명’, ‘이해’ 등의 순이다. 매개중심성은 ‘좋다’, ‘수업’, ‘교
수님’, ‘설명’, ‘이해’, ‘재미’, ‘쉽게’, ‘학생’, ‘많다’, ‘내용’이 같은 수치
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도 ‘좋다’, ‘수업’, ‘교수님’, ‘설명’, ‘이해’, ‘재
미’, ‘쉽게’, ‘학생’, ‘많다’, ‘내용’이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수업의 개
선점에서 연결중심성은 ‘수업’, ‘시험’, ‘학생’, ‘문제’, ‘내용’ 등의 순이
다. 매개중심성은 ‘수업’, ‘교수님’, ‘생각’, ‘시험’, ‘학생’, ‘좋겠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은 ‘수업’, ‘교수님’, ‘좋겠다’, ‘시험’, ‘학
생’, ‘생각’이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88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4권-1호(2021.3.31.)

<표 4>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한 텍스트 중앙성 분석
순 핵심단어
1 좋다
2 수업
3 교수님
4 설명
5 이해
6 실험
7 재미
8 조교
9 쉽게
10 학생
11 친절
12 가르침
13 감사
14 많다
15 자세히
16 내용
17 열정
18 도움
19 이론
20 배우다
21 어렵다
22 실습
23 진행
24 다양
25 흥미
26 질문
27 유익
28 문제
29 시험
30 지식

좋은 점
연결 매개 근접 순 핵심단어
1,374 3.000 29 1 수업
2,117 3.000 29 2 좋겠다
1,268 3.000 29 3 많다
1,231 3.000 29 4 시험
1,155 3.000 29 5 교수님
715 2.298 30 6 설명
531 3.000 29 7 학생
640 1.559 32 8 실험
840 3.000 29 9 어렵다
794 3.000 29 10 내용
381 0.884 34 11 좋다
302 1.779 31 12 이해
317 2.011 31 13 문제
394 3.000 29 14 생각
266 1.387 32 15 조교
501 3.000 29 16 힘들다
248 1.182 35 17 빠르다
293 2.339 31 18 과제
326 1.128 33 19 목소리
90 0.939 36 20 발표
257 1.264 33 21 감사
183 0.877 38 22 진도
256 1.509 32 23 공부
116 0.633 37 24 프레젠테이션
123 0.448 38 25 배우다
163 0.480 35 26 이론
118 0.364 39 27 출석
97 0.389 40 28 족보
145 1.087 33 29 점수
97 0.445 36 30 진행

개선점
연결
1,619
457
318
714
570
403
619
438
87
602
62
320
603
515
316
111
170
172
93
228
48
145
268
121
73
150
89
191
199
169

매개 근접
7.390 29
5.789 30
3.788 31
6.140 30
7.390 29
3.788 31
5.789 30
2.260 35
1.318 35
4.301 31
2.145 37
3.267 32
5.712 31
6.866 30
3.872 34
1.604 37
0.927 36
2.879 33
0.448 43
1.908 38
0.886 45
0.767 37
1.537 34
1.867 38
0.693 39
1.278 36
0.676 43
0.318 47
3.719 35
1.680 36

5. 네트워크 비교 분석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한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공통적으로 ‘학생’, ‘이해’, ‘많다’, ‘이론’, ‘좋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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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험’, ‘진행’, ‘실험’, ‘수업’, ‘교수님’, ‘문제’, ‘어렵다’, ‘감사’, ‘배
우다’, ‘내용’, ‘설명’이 도출되었다.
수업의 좋은 점에서는 ‘친절’, ‘유익’, ‘흥미’, ‘질문’, ‘재미’, ‘실습’,
‘열정’, ‘도움’, ‘지식’, ‘자세히’, ‘쉽게’, ‘가르침’, ‘다양’이 도출되었다.
수업의 개선점에서는 ‘공부’, ‘힘들다’, ‘진도’, ‘프레젠테이션’, ‘좋겠
다’, ‘점수’, ‘출석’, ‘족보’, ‘빠르다’, ‘목소리’, ‘과제’, ‘생각’, ‘발표’가 도
출되었다.

[그림 3]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한 비교 네트워크
6. 핵심단어 중심 수업평가 내용

도출된 실험·실습 수업의 핵심단어 중 활동 중심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수업평가결과 내용을 도
출하였다.
<표 5>와 같이 좋은 점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과 실습
을 해 볼 수 있어 좋다는 의견, 자세한 설명, 실습 중심 수업, 다양
한 실험 실습, 흥미로운 수업,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유익한 실
습수업, 시험 전 내용 정리가 도움이 됨이 도출되었다. 실험·실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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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통해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유익하며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잘 이
루어지고 시험 전 내용 정리가 있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실험·실습 수업의 좋은 점에 대한 학생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조교님들이 지도하시는 실험 수업 분위기 상당히 편하면서 유익한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직접 동물조직관찰을 위한 시료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볼 수 있는 직
접적인 실험 수업 인 점이 좋다”

개선점에서는 설명은 쉽고 자세하게, 실험환경 열악, 시험에 대한
피드백 부재, 실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만족스럽지 못한 조교
의 수업 진행, 교수자의 작은 목소리,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수업 전
업로드가 도출되었다.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통해
실험·실습 수업이 좀 더 좋은 실험환경에서 실험 조교의 원활한 수
업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다음은 실험·실습 수업의 개선점에 대한 학생의견을 일부 발췌
한 내용이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인을 위한 과제는 다른 학
생 들이 베끼기에 급급하므로 문제 수가 적더라도 직접 출제하시고
풀이를 해주시거나 풀이를 자료실에 올려주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하는 반면 중요한 포
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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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핵심단어 중심 수업평가 내용

좋은 점

개선점
쉽고 자세하게
∘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실습 ∘∘ 설명은
실험환경
열악(실험도구 부족, 노후화,
∘ 자세한 설명
협소한 실험실)
∘ 실습 중심 수업
∘ 시험에 대한 피드백 부재
∘ 다양한 실험 실습
∘ 실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흥미로운 수업
∘ 만족스럽지 못한 조교의 수업진행
∘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 진도, 수업진행이 빠르다
∘ 유익한 실습수업
작은 목소리
∘ 시험 전 내용 정리가 도움이 됨 ∘∘ 교수자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수업 전 업로드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험·실습 수업의 텍스트로 된 수업평가결과에 대해 네
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좋은 수업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텍스트로 된 방대한 분량의 수업평가결과에 대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실습을 해 볼 수
있고 시험 전 내용을 정리해주는 수업을 좋은 실험·실습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곽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직접 실험·실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서 ‘도
움’, ‘친절’과 같은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개선점에서는 ‘어렵
다’, ‘힘들다’의 단어가 도출되었는데 곽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는
‘부담’의 단어가 나타나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실험·실습 수업을 위해 학습자가 선행 학습한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함으로써 이론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험에 앞서 수업 내용
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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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업평가결과를 통한 효과적인 실험·실습 수업의 운영 방
법은 교수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교수자가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고 수업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교수자
든 충분히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핵심단어 중심의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수업평가 결과 분석 자
료는 수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학내 시스템에 이러
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내 수업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2020
년 이전의 수업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2020년 1학기는 팬
데믹으로 인해 개강이 지연되었고 실험·실습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
지 못하였으며 2020년 2학기에는 실험·실습 수업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험·실습 수업은 개별 학생에게 전달된 실험 키트에 의한 실험·실
습, 소규모 그룹 단위의 실험·실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 형태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21년 1학기에는 팬데믹의 상황에 따라 수업 운영에 있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하지 않고도 이루어지
는 실험·실습 수업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더 활성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온라인 학습 환경하에서 실
험·실습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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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Word-oriented Network
Analysis for Experimental Practice
Instruction Evaluation

Yun Junghyun (Hansung University)
Park Geumju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of effective
experimental practice for the operating effective experimental practice
instructions. To derive of factors, we apply a network analysis centered
on key words is applied to the good points and improvement points of
textual instruction among the instruction evaluation results about after
their instructions. Also, the analysis method uses software capable of
text analysis. It uses several processes analysis - word appearance,
frequency analysis, key word selection, coincidence frequency analysis,
text centralit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As a results of the
research, the good points of the instruction are theory-based
experiments, and the teacher's summary of the contents before the term
test. On the other hand, the improvement points are poor experimental
practice environment, lack of feedback, and inadequate teaching
operation from the teaching assistant. From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structors can improve their instructions if the
instructors have interests and considerations for learners.
Key words: Experimental Practice Instruction, Student Evaluation,
Instructional Quality Improvement, Network Analysis,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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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델(TAM)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플립러닝 수
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플립러닝 활성화를 위한 함의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S대 학생들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참여의도와, 지
각된 태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
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
의도에는 지각된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이, 둘째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에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셋째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는 지각된 용이성과 과제기술적합성이, 마지막으로 플립
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에는 유용성, 참여형 수업선호도, 부담
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음을 밝혔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에는 지각된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과제기술적합성, 참여형 수업선
호도, 부담감 요인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플립러닝, TAM, 대학교육, 교수-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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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학교육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대학들은 교육의 내용의 개선과 더불어 소위 4C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등의 학생 역량을 높이는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해 다수의 대학들은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프로젝트중심학습(Project-Based Learning),
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역전학습(Flipped Learning, 이
하 플립러닝) 등 학습자 활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
법을 적용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박혜진, 2018). 특
히 스마트 교육환경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확산, 학습자 주도의 학
습활동 강조 등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과목 개발과 교수법 지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기존의 교수자 중심 강의 수업 대신 학습자의 주
도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플립러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증가하였다(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특히 플립러닝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
다(남창우, 박영희, 권종실, 2017; 엄우용, 이희명, 이성아, 2017).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델 연구, 교육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그리고 만족도, 선호도, 학습성과 등과 같은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많다(류광모, 2017; 박혜진 2018; 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최근 플립러닝의 수업컨설팅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간진숙, 엄미리, 김필성, 진서연, 이지애, 2019; 임정훈, 김민화,
2020),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나 학생 측면의 수용과 관련
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실제 교육현장에서 플립러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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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주체는 대학생들이다. 그들의 플립러닝 수업참여를 촉진하기 위
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개인변인, 수업환경 및 교
육방법에 대한 인식과 수업참여 의지에 관련되는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 개
발된 정보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Davis, 1989)이 사회과학의 연구 영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모
델은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정보기술수용 및 확산을 결정한다
는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 분야에서 이 TAM이 적용된 연구결
과가 제시되었다(박성열, 남민우, 2012; 박운구, 2009; 박종향, 신나
민, 2018; 박혜진, 2018, 정한호, 2017). 몇몇 연구들(박성열, 남민우,
2012; 박운구, 2009; 정한호, 2017)은 TAM을 기반으로 사용의도와
더불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플립러닝은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수행되고, 학습자의 개인적 욕구, 인식, 태도를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TAM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플립러닝 맥락에서 TAM의 변인과
그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플립러닝의 수용의도
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
움을 줄 수 있고, TAM의 이론의 이론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플립
러닝 수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성과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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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대학생들의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대학생들의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플립러닝의 개념과 수업 모형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학습자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리 기본 학습 내용을 사전 학습한 뒤, 교실
수업에서는 사전 학습한 내용을 적용 및 심화하는 학습활동을 진행
하여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수업방법
(Bergmann, Sams, 2014)이다. 플립드러닝, 거꾸로학습, 역전학습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플립러닝 수업은 주로 3단계(Pre-In-Post
Class)로 구분하여 설계하는데, 최정빈과 김은경(2015)은 수업을 위
해 설계해야 할 7가지 운영 요소를 도출하여 [그림 1]과 같이
PARTNER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플립러닝 수업 운영 모형(최정빈 외, 2015)

위 모형에서는 특히 수업 전 선행학습 단계(Pre-class learning)를
중요시한다.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절약된 강의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In class)에는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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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team activity)을 반드시 설계할 것, 그리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 후(Post class)에는 학생들에게 과제 등의 추수활동을 제시하
지 않고 다음 시간을 위한 사전학습에 집중하도록 강조한다.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수업 전 사전학습을 통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고, 본 수업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 프로젝트나 문제기반학습을 통해 창의적
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플립러닝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
는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교육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 정보기술수용모델

정보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새로
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제도의 사용의도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대
표적 모형이다. TAM의 핵심개념은 혁신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그 기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
성과 그렇게 형성된 태도가 새 기술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Davis, Bagozzi & Warshaw, 1989; 박성열,
남민우, 2012에서 재인용).

[그림 3] 정보기술수용모델(TAM)

교육현장에서 TAM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바일러닝의
수용 영향 요인 간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박성열, 남민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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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 수용 경로를 분석한 연구(정한호, 2017),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사용 의도를 분석한 연구(정한호, 2018) 등 다양
하다. 연장선상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과 같은 혁신적 교
육방법에 대한 참여의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도 이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3. 정보기술수용모델과 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정보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하여 대학교육에서 혁신적 기술이
나 교육방법 사용의도를 탐색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박성
열과 남민우(2021)는 TAM을 활용하여 모바일러닝의 수용 영향 요
인 간의 구조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모바일러닝 수용의도에 모발
일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 학업관련성, 주관적 규범이 직접적인
설명력이 있고, 모바일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학업
관련성, 주관적 규범이 모바일 러닝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었다. 또한 학업관련성과 주관적 규범은 모바일러닝에 대한 지
각된 유용성에, 자기효능감과 접근성이 모바일 러닝에 대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호(2017)는 사용의도와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 기술수용모형
(TAM), 기대확신모형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과업기술
적합도모형 (Task-technology Fit Model)을 분석하고, 세 가지 모형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MOOC 수용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 과제기술적합성이 MOOC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가
장 큰 영향을 주었고, MOOC에 대한 지각된 태도와 만족도 역시
MOOC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주며, 기대일치와 MOOC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간접 영향을 주었다. 반면 MOOC에 대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MOOC 사용의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e-러닝 수용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한 연구(김민정, 전홍식, 2014)에서는 기존 방식과

대학생의 플립러닝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101

의 일치성이 e-러닝 수용태도에, 그리고 수용태도가 e-러닝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불안은 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플립러닝과 관련하여 TAM 변인과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박혜진, 2018; 정한호,
2018). 박혜진(2018)에서는 대학 교수자의 플립러닝 경험은 사용의
도, 지각된 태도, 유용성, 용이성에 영향을 주지만, 플립러닝 관련 교
수법 참여경험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초등교사의 지속적인 플립
러닝 사용의도와 관련된 연구(정한호, 2018)는 플립러닝 만족도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플립러닝의 활
용과 관련된 과업기술적합성이 사용의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
을 주며, 플립러닝에 대한 기대일치가 과업기술적합성, 만족도를 매
개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혁신적 교수법과 관련된 TAM 변인과 그 관련
변인들 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플립러닝과 관련한 연구는 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학교육의 혁신적 교수방법을 수용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플립러닝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TAM 관점에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2020학년도 2학기 충청남도 소재 S대
학교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수업한 헌법총론(인문사회대학), 임
상운동학 및 실습(건강보건대학), 경영응용수학(공과대학) 등 3개 교
과목의 수강생 196명이었다. 담당 교수자의 협조를 얻어 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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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에 온라인 설문을 탑재하고,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
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중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와 그 관
련 변인에 대한 설문에 성실하게 참여한 136명의 응답을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성별로는 최종적으로 남자가 74명(54.4%), 여자가 62명(45.6%)이
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이 123명으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
하는데, 이는 S대학교가 학생중심 참여형 수업을 장려하는 정책으
로. 플립러닝, 팀기반학습, 토의·토론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저학
년 교과목에 개설하고 문제중심학습과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고학년
에 배치하도록 권장하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참
여형 수업을 수강한 횟수는 처음 참여하는 학생이 109명(80%), 2회
차 참여 20명(14.7%), 3회차 참여 7명(5.2%)이었다.
구분
합계

수강과목
성별
학년
참여형 수업
수강횟수

<표 1> 연구대상

헌법총론
임상운동학 및 실습
경영응용수학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회
2회
3회

대상자 수
136명
50명
41명
45명
74명
62명
76명
47명
9명
4명
109명
20명
7명

백분율
100.0%
36.8%
30.1%
33.1%
54.4%
45.6%
55.9%
34.6%
6.6%
2.9%
80.1%
14.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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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선행연구 탐색을 통하여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와 관련된 8개 요
인들을 묻는 34문항과 성별, 플립러닝 수강 횟수, 참여형 수업 수강
횟수 등 개인변인 관련 문항 8문항 등 총 42문항을 구성하였다. 문
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 박사 2명(교육심리, 교육
공학 세부전공)의 자문을 받아 일부표현을 수정한 연구도구를 사용
하였다. 해당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형 수업선호도, 플립러
닝의 과제기술적합성,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 플립러닝에 대한 지
각된 유용성,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 플립러닝에 대
한 지각된 태도,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이고, 각 요인은 4-5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응답자들은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크론바흐 α값이 .760에서 .938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각 요인별 구체적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
요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형
수업선호도
플립러닝의
과제기술적
합성

개념 정의, 문항 내용 및 문항수, 출처
학습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학업능력에 대한 신념(Schunk, 1991)
어려운 문제에 도전이 재미있음을 포함한 4문항
Pintrich & De Groot, 1990
참여형 수업을 다른 수업방법보다 더 좋아하는 정도
전통적 수업보다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더 선호함을 포
함한 4문항
남창우 외(2017) 플립러닝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 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 문항 차용 및 수정
플립러닝이 대학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 습득,
학습 참여, 과제수행, 문제해결에 적합한 정도
플립러닝은 전문지식습득에 적합함을 포함한 4문항
정한호, 2017 차용 및 수정

신뢰도
(α)
.760
.878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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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

개념 정의, 문항 내용 및 문항수, 출처
플립러닝 과정에서의 학습활동 및 과제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의 정도
수업 전 학습을 보는 것이 부담임을 포함한 5문항
정의를 바탕으로 플립러닝 상황에 맞게 개발
기술의 활용이 과목의 기식 습득, 학습활동 수행 및 학
습성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
플립러닝은 관련 지식 및 정보습득에 유용함을 포함한 5
문항
정한호, 2017 차용 및 수정
기술의 활용이 번거롭지 않고 쉽게 인식하는 정도
플립러닝 강의는 수강하기 쉬움 포함한 4문항
정한호, 2017 차용 및 수정
플립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 및 가치 인식 정도
플립러닝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을 포함
한 4문항
정한호, 2017 차용 및 수정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

플립러닝을 향후 수강할 의향 및 타인에게 추천할 의도
향후 플립러닝 강좌를 수강할 의향을 포함한 4문항
정한호, 2017 차용 및 수정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

신뢰도
(α)
.810

.921
.916
.938
.918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ver 25를 사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
도와 TAM의 지각된 태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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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와 그 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를 구하고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각된 태도(3.5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지각된 유용성(3.50), 지각된 용이성(3.43) 순이었다.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3.29점이었다.
<표 3>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 관련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형 수업선호도
플립러닝의 과제기술적합성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

사례수

136명

평균
3.28
3.01
3.34
2.74
3.50
3.43

3.51

3.29

표준편차
.63
.68
.68
.62
.64
.70
.67
.64

반면 부담감(2.74)이 가장 낮았고 참여형 수업선호도(3.01)는 그 다
음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플립러닝 수업에 대해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참여의도를 가지고 있고, 플립러닝에 대한 태도,
유용성과 용이성에 대해서도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로 인식하
고, 플립러닝 수업에 대해 별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표 4>와 같이 회귀분석을 위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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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플립러닝 수강 참여의도와 그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

외생잠재변인(TAM연향변인)
변인 효능감 참여형수업 과제기술 부담감
선호도 적합성
효능감 1
선호도 .391*** 1
적합성 .241** .529*** 1
부담감 -.117 -.070 -.227** 1
유용성 .272*** .455*** .736*** -.332***
용이성 .219*** .476*** .647*** -.356***
태도 .185*** .459*** .645*** -.359***
참여의도 .242** .314*** .601*** -.287***
**p<.01, *** p<.001

내생잠재변인(TAM 변인)
유용성 용이성 태도 참여의도

1
.758*** 1
.810*** .818*** 1
.723*** .703*** .783***

1

분석결과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플립러닝
에 대한 부담감과 참여형 수업 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다(p<.05). 유의미한 상관에 있는 변인들
중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은 과제기술적합성과 TAM 요인 즉,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태도, 참여의도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즉 플립러닝에 대해 부담을 느낄수록 플립
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태도 및 참여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태도, 참여의
도가 낮을수록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은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2.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에 미치는 요인과, 나머지 TAM 변
인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이들 변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업
적 효능감, 참여형 수업선호도, 과제기술적합성, 부담감과, 참여의도
와 종속변인인 TAM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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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나머지 7개 변인을 독립변인으
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의 두 요인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고, 두 요인을 차례로 투
입하여 분석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63
1 (상수)
태도 .76
(상수) .44
2 태도 .55
유용성 .26
**p<.01, *** p<.001

표준
오차
.19
.05
.19
.09
.09

β

t

Sr² 누적 Sr²

F

.78

14.56***

.61

.61

212.02***

.57
.26

6.43***
2.88**

.02

.64

115.96***

먼저 1단계에 투입 변인인 지각된 태도는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2.02, p<.001). 태도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61%였고, 태도가 좋을수록 참여의도는 유의미
하게 높았다(β=.78, p<.001). 이는 플립러닝 수강을 가치있고 바람직
하다고 지각할수록 이후 플립러닝에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도 또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태도와 유용성 모
두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F=115.96,
p<.001). 두 변인의 영향력은 약 64%인데, 태도만 투입되었을 때 보
다 약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태도(β=.57, p<.001)가 좋고, 유용
성(β=.26, p<.001)을 높게 지각할수록 참여의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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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는 플립러닝이 가치있고 바람직하며, 유용하다고 지각할수
록 향후 플립러닝 수업 수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플립러닝의 참여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태도와 유용성
인데 태도와 유용성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태도가 참여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효능감, 참여형 수업 선호도,
과제기술적합성, 부담감, 유용성, 용이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
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용이성과 유용성이 유의미한 요인으
로 투입되었다(<표 6> 참조).
<표 6> 지각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상수)
1 용이성
(상수)
2 용이성
유용성
*** p<.001

B
.84
.78
.32
.46
.47

표준 β
오차
.17
.05 .82
.16
.06 .48
.07 .45

t
5.09
16.44***
1.98
7.25***
6.80***

Sr² 누적 Sr²

F

.67

.67

27.12***

.09

.75

203.76***

1단계에 투입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7.12, p<.001). 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67%였고, 용이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태도도 높았다(β
=.82, p<.001). 이는 플립러닝이 쉽다고 지각할수록 플립러닝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용성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분석결과 두 요인 모두 지각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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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F=203.76, p<.001). 용이성과 유용성의
영향력은 약 75%인데, 이는 이전 단계보다 약 8%의 설명력이 증가
한 것이다. 용이성(β=.48, p<.001)과 유용성(β=.45, p<.001)을 높게
지각할수록 태도도 유의미하게 좋았다. 이는 플립러닝이 쉽고 유용
하다고 지각할수록 플립러닝을 가치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용이성
과 유용성인데 이 두 요인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플립
러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용이성이 태도를 예측하는 가
장 강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인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용이성과 과제기술적합성이 유의
미하였고, 두 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상수)
1 용이성
(상수)
용이성
2 과제기술
적합성
*** p<.001

B
1.12
.69
.64
.44
.40

표준
오차
.18
.05
.17
.06
.06

t
Sr²
6.20
.76 13.44*** .57
3.71
.48 7.51***
.42 6.55*** .10
β

누적
Sr²
.57

18.63***

.68

139.98***

F

지각된 용이성이 투입된 1단계에서 유용성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F=18.63, p<.001). 용이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57%였고, 용이성이 높을수록 유용성도 높았다(β=.76,
p<.001). 이는 플립러닝이 쉽다고 지각할수록 플립러닝을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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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과제기술적합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유
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F=139.98, p<.001). 두 요인의 영향
력은 약 11%의 설명력이 증가한 68%였다. 용이성(β=.48, p<.001)을
높게 지각하고, 과제기술적합성(β=.42, p<.001)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유용성 또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플립러닝이 쉽고, 플립러
닝과 과제가 적합하다고 지각할수록 플립러닝을 유용한 학습방법으
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유용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용이성과 과제기술적합성인데
그중 용이성은 약 5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유용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라.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인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효능감, 참여형 수업선호도, 과제기술적합성,
부담감, 유용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중 지각된 유용성, 참여형 수업선호도, 플립러닝 부담감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투입되었고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표준
오차 β
(상수)
.53 .22
1 유용성
.83 .06 .76
(상수)
.31 .23
2 유용성 .74 .07 .68
선호도 .17 .06 .16
(상수)
.88 .33
.69 .07 .63
3 유용성
선호도 .18 .06 .18
부담감 -.15 .07 -.13
*p<.05, **p<.01, *** p<.001
단계

t
2.44
13.44***
1.35
11.03***
2.66**
2.63
9.76***
2.92**
-2.32*

Sr² 누적
Sr²

F

.57

.57 18.63***

.02

.60 97.97***

.02

.61 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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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 투입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18.63, p<.001), 유용성이 용이성에 미
치는 영향력은 약 57%였다. 유용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용이성
에 대한 지각도 유의미하게 높았다(β=.76, p<.001). 이는 플립러닝이
유용한 학습방법이라고 지각할수록 플립러닝 학습을 쉬운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형 수업선호도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분석결과 두 요인 모두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F=97.97, p<.001). 그 영향
력은 1단계보다 약 3%의 설명력이 증가한 60%였다. 유용성에 대한
지각(β=.68, p<.001)과 참여형 수업에 대한 선호도(β=.16, p<.01)가
높을수록 플립러닝이 쉽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단계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세 요
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고(F=69.25, p<.001), 그 영향력은 약
61%였다. 이는 이전 단계 보다 약 1%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유용성에 대한 지각(β=.63, p<.001)과 참여형 수업에 대한 선
호도(β=.18, p<.01)가 높고,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β=-.13, p<.05)
이 낮을수록 플립러닝이 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유용
성, 참여형 수업선호도, 부담감인데 유용성에 대한 지각 정도와 참
여형 수업선호도가 높고, 플립러닝에 대한 학습 부담감이 낮을수록
플립러닝을 쉬운 학습방법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용성
이 용이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플립러닝의 참여의도와 그 관련 변
인 간의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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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종속변인

참여의도
지각된 태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관계

유의미한 영향 변인
가장 큰 영향 변인
지각된 태도
지각된 태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과제기술적합성
지각된 유용성
참여형 수업선호도
지각된 유용성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델(TAM) 관점에서 학생들의 플립러닝
수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과 요인들 간의 관계성
을 규명하여 최근 대학교육의 혁신적 수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플립러닝 확산에 실제적인 함의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TAM의 변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형 수업선호
도, 플립러닝의 과제기술적합성, 플립러닝에 대한 부담감 등 플립러
닝 참여의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하여 플립러닝 수강 참여의도와 더불어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플립러닝 수업 수
강 참여의도에는 지각된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이 유의미한 설명력
이 있었다. 이 결과는 e-러닝 수용태도가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민정, 전홍식, 2014), 과제기술적합성, 태도, 만족도,
유용성이 대학생의 MOOC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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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2017)의 연구, 모바일 러닝의 지각된 태도가 사용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성열, 남민우, 2012)와 유사하다. 그러나
박성열과 남민우(2012)는 지각된 유용성이 모바일 러닝의 사용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태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준
다고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이 플립러닝 수강 참여의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둘째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태도에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유
용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태도는
지각된 유용성(박운구, 2009; 박성열, 남민우, 2012; 정한호, 2017)과
사용 용이성(박운구, 2009)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
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달리 일련의 연구(김민정,
전홍식 2014; 박성렬, 남민우, 2012; 박운구, 2009)에서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지각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플립러닝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과제기술적합성이, 마지막으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는 지각된 유용성, 참여형 수업선호도, 부담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학업관련성이 모바일 러닝에 대
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성열, 남민우,
2012)와는 일치하지만, 본 연구와는 달리 용이성에 대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설명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와는 달
리 정한호(201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MOOC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에는 지각된 태도와 지
각된 유용성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과제기술적합성, 참여형 수업선호도, 부담감 요인은 간접적
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혁신적 교수-학습방법으로 대학교육 현장
에서 주목 받고 있는 플립러닝 관련하여 학생들의 참여의도와 그
관련 변인들을 영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플립러닝 수강 참의의도
에 직접적 영향 요인은 물론 간접적 영향 요인까지를 유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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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TAM 이론에 실증적 자료를
추가함과 동시에 대학교육 현장에 플립러닝 확산을 위한 함의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한 대학의 3개 교과목의 플립러닝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로 제한되
어 있다는 점과, 연구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
여의도와 그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있는 구
조적 모형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향후 IT 기술의 발달과 COVID-19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
여 플립러닝은 대학교육에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
들의 플립러닝 참여를 촉진하여 실제적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교 1-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플립러닝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다. 다만,
대학생 전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학년 학생까지 포함하거나, 고학
년에 특성에 맞추어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 수행도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플립러닝 수업 수강 참여의도와 그와 관련된 변인
을 제고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들어
플립러닝 수업을 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플
립러닝 참여의도와 관련된 변인을 제고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플
립러닝 수업 과정에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플립러닝을 설계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플립러닝 참여의도를 제고할 수 있도
록 자신의 플립러닝 수업 시, 플립러닝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플립러닝이 유용하고 쉬우면서 가치로운 학습방법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립러닝 확산과 관련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가설적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
를 검증하는 연구와, 교수자와 플립러닝 미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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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ve factors on Flipped
Learning Class

Sim Hyeonae (Sunmoon University)
Kim Kyungyun (Korea Politechn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mong relat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flip learning clas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196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setting the participation intention, perceived attitud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ceived attitude and perceived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flip learning class.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ived attitude toward
flip learning. Perceived ease of use and suitability of task technolog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usefulness for flip learning.
Perceived usefulness, Cham Young-hyung class preference, and feeling
of burden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erceived ease of flip
learning clas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attitude and perceived usefulness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flip learning class. In addition, it can be in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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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suitability for task skills,
participatory class preference, and burdensome factors can have an
influence through indirect paths.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Key words: flipped learning, TAM, University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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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10인 내외에서 편집부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
다.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
인 및 통보, 논문 수정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
를 담당한다.
③ 편집위원회 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학 교수-학습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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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 편집위원회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학술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의 심사
다. 필요한 경우 개별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라. 기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1조 ( 편집위원회의 소집)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2조 (논문심사기준 )

①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다. 연구문제의 적절성
라.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마. 연구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
바.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사.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
아.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
제13조 (논문심사절차 및 발간)

① 심사는 다음 3단계로 실시한다.
가. 1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2단계 심사 여
부를 결정한다.

[부록]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123

나. 2단계에서 편집위원회는 모집 마감 후 10일 이내에 투고논문
에 대해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
된 이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다. 3단계에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
재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을 별표의 심사표와 같이 한다.
<별표>

심사위원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2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3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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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판정은 다음 4등급으로 한다.
가.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
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
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
을 저자에게 위임할 만한 논문
다. 수정 후 재심 :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
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라. 게재불가 :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③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 중 “수정 후 게재가”는 별표에 따라 편집
위원회에서 정한다.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
에서 정한다.
⑤ 종합판정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게재 보류” 판정을 할 수 있다.
⑥ 보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보완 후, 다음 호를 위한 편집위원
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정한다.
⑦ 종합판정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 없다.
⑧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초록의 질적 평가에 따라 필요시 재수정 혹
은 게재보류를 할 수 있다.
⑨ 투고한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투고자가 수정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시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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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심사결과 미반영,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⑪ 3명의 논문심사 결과 내용은 최종 판정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과 안내로부터 7일 이
내에 이의제기서와 함께 제출한다.
⑫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
다.
제14조 (표절)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인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3장 제9조(2007, 5)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
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게재확 정논문)

①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 투고 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
②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 5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16조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 시 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를
하는 논문의 경우 심사료 4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②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기본 게재료 150,000원을 납부
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10,000원씩 추가 게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150,000원
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고 논문의 첫장 하단에 지원관계를 기재
한다.
(※ 연구자는 연구지원비 수혜 관련 기재에 대해 편집 1차 교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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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07월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1년 01월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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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학습 연구 논문작성 요령

1. 논문 작성

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나. 원고분량은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원고 20쪽 이내(참
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 국문 요약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제
목 다음 부분에 국문 요약을 제시하고 참고문헌 다음에 영문초
록을 제시한다. 가로 80열, 세로 10행 이내로 작성하고 말미에는
주제어(Key words)를 선정하여 정리한다. (※ 국문 요약 500자
내외 / 영문 250단어 내외 / 국문, 영문 주제어 5개 내외)
라. 글꼴은 신명조, 글자크기 11,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주기 : 사용자정의에서 위/아래 20, 좌/우 30, 머리말
/ 꼬리말 15로 설정한다.
번호 붙임
가. 1단계 : Ⅰ, II, III … (신명조,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
렬, 띄어쓰기 위아래 1줄)
나. 2단계 : 1, 2, 3… (신명조, 글자크기 13, 진하게, 좌로 1칸 양쪽
혼합, 띄어쓰기 위아래 1줄)
다. 3단계 : 가, 나, 다 … (신명조, 글자크기 11, 연하게, 좌로 3칸
양쪽 혼합)
라. 4단계 : 1), 2), 3) … (신명조, 글자크기 11, 연하게, 좌로 5칸 양
쪽 혼합)
2.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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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단계 : 가), 나), 다) … (신명조, 글자크기 11, 연하게, 좌로 7칸
양쪽 혼합)
세부사항
가. 제목의 글자크기, 진하기, 글꼴, 정별 방식은 단계마다 아래와 같
이 한다.
- 논문 전체 제목 : 글자크기 20,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영문 초록 부분 영문 제목 : 글자크기 20, 신명조, 진하게, 가
운데 정렬)
- 제출자 성명(소속) : 글자크기 11, 중고딕, 오른쪽 정렬
- 논문 소제목 : 제목의 번호 붙임 참조
- 국문초록 : 글자크기 10, 신명조, 들여쓰기 2, 문단여백 왼쪽
4, 문단 여백 오른쪽 4, 줄간격 160%
- 영문초록 :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2, 문단여백 왼쪽 4, 문단
여백 오른쪽 4, 줄간격 160%
나.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학회지상에 저자
를 소개하는 경우에 별도로 적시된 사항이 없으면 가장 먼저 소
개된 저자를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한다.
3.

4. 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3글자씩 들
여 쓴다.
각주와 후주
가. 각주(脚註, foot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후주(後註,
endnote)를 사용한다.
나. 후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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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후주의
사용은 금한다.
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편에 일
련번호로 표시하고, 후주의 내용은 논문 말미 참고문헌을 제시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싣는다.
6. 표와 그 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에 제시한다.
- (예) <표 1>, [그림 1]
나.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1)은. . .
- (예 2) 홍길동(2001: 15)은. . .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
반점( ; )으로 가른다.
- (예 1) . . .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길동, 2001: 18).
- (예 2) 한 연구(홍길동, 2001; Anderson, 1999)에 의하면. . .
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번
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이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국문) 홍길동 외(2001)
- (영문) Anderson et al.(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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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
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1)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 홍길동(2001). 창의력. 서울: 공공출판사.
- 홍길동·김기동(2001). 창의력과 평가. 서울: 공공출판사.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 홍길동·김기동(2001).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교육학연
구, 39 (2), 143-166.
3) 학위논문의 경우
- 홍길동(2000). 기독교 신앙 행동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4)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
- 이상호(1998). 아비튀스와 상징질서의 새로운 사회이론. 문화
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현택수(편), 121-161.
5)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 최상진(1999). 문화심리학: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1-20. 8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제 2인문관.
6) 신문기사의 경우
-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7)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
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
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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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
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
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
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
에서 2000. 8. 8 인출.
8)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 이정모(2000. 12. 24). 과학도로서의 심리학도의 자세/신조.
http://www.koreanpsychology.org 회원 광장 사이버특강에서
2001. 10. 3 인출.
- 한국일보(2001. 10. 12). 생명의 비밀 상자-게놈.
http://www.hankooki.com에서 2001. 10. 12 인출.
나.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1) 책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McMillan, J. H.(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2)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
자로 쓸 것(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 Brookhart, S. M., & Freeman, D.J.(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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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asian, P. W.(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 Gold, N. C.(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3)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
을 때는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할 것.
- Wells, A. 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4)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
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을 것. 원전
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
할 것[예: Bowles, S., & H. Gintis(1976/1986)].
- Bowles, S., & Gintis, H.(1986).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이규환역). 서울: 사계절.
(원전은 1976에 출판)
다.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국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한글 참고문
헌도 아래와 같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1) 단행본의 경우
- 오욱환(2005). 교사전문성. 서울: 교육과학사.
(Translated in English) Oh, W.H.(2005).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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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Seoul: Educational Science.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 김경근(2008). 한국사회의 대안교육 수요 결정요인. 한국교육
학연구, 14(1), 45-69.
(Translated in English) Kim, K.K.(2008). Determinants of
demand for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4(1), 45-69.
3) 학위 논문의 경우
- 김정숙(2006). 여자 대학생의 직업인식과 직업선택 과정. 박
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Kim, J.S.(2006). Occupational
perceptions and choi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4)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 이종재(2003).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의 방향.
http://www.kedi.re.kr에서 2003. 08. 26 인출.
(Translated in English) Lee, C.J.(2003). Directions of
innovation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Retrieved
August 26, 2003, from http://www.kedi.re.kr
5) 신문기사 자료
- ○○신문(2008. 10. 22). ‘학생 자살’ 예방교육 실시. 4면.
(Translated in English) Teachers advised on teen
suicide(October 22, 2008). ○○ Newspaper,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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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
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투고되어 게재 확정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다.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
는 행위
ƒ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
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
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 게재 :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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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대학 교수-학습 연구]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
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ƒ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 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위원은 위원장
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ƒ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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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
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ƒ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윤리)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
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편집위원회와 전문심사자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을 준수한다.
‚ 심사를 의뢰할 때는 연구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심사자에게 의뢰한다.
ƒ 전문심사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 전문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공정하게 심사하
고 평가의견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편집위원회와 전문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연구물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제8조(심사자

접수)
 제보자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
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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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
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
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
원장은 연구 윤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
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0조(연구 윤리위반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
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
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윤리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
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ƒ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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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
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
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
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ƒ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
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본 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
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ƒ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
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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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 한다.


제16조(후속 조치)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경 우 각 항의 조치 를 취한다 .

판정을 내릴

해당 연구물의 게재취소: 이미 출판된 경우, 차기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
유를 공지한다.
‚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
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ƒ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
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
재를 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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