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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에서 학생몰입 요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종단자료를 통하여 실증하는 것
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학생몰입의 하위 요인인
인지정서몰입과 행동몰입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학교육의 성과는 산출지표 측면에
서 진로결정여부, 자격증취득여부, 편입 및 전과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동안 수
집된 한국교육고용패널데이터(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의 대학생 유효 표본 2,813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인지정서몰입 초기 값은 행동몰입 초기 값에, 행동몰입 초기 값은 교육성과 초기 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행동몰입은 인지정서몰입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지정서몰입 변화율은 행동몰입 변화율에, 행동몰입 변화율은 교육성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며, 행동몰입 변화율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서 학생몰입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 몰입요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주요어 : 대학교육, 학생몰입, 성과, 잠재성장모형,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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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Altbach & Salmi, 2011). 196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과 후발
산업 국가들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엘리트 교육에 머물러 있던 고등교육을 대중화하였
고, 그 결과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졌다(공희정, 이병식, 201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총 206개교(177,996명)에 불과했던 대학 수가 2018년 430개교(3,378,393명)로 증가할 만
큼 유례없는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그러나 고등교육의 보편화라
는 양적 팽창 이면에는 교육의 효과와 질적 수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백
평구, 2013). 이러한 비판의 핵심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배상훈, 2016).
그동안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취업률이다. 대학교육의 보편화로 대다수 대
학생이 대학교육을 거쳐 직업세계로 이동함에 따라, 대학은 대학생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직업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었다(OECD, 2017). 이러한 대학교육의
책무성에 기반하여 취업률이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 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김현식, 백송이, 박인
우, 2018). 실제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서 취
업률을 핵심지표로 선정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한국대학평가원, 2019). 그렇지만 취업률은
대학교육의 최종 결과(outcome)지표로(서영인, 채재은, 김수경, 박경호, 2013), 학생이 대학에 입학
한 이후 다양한 학습경험에서 학습성과를 획득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대학교육의 성과를 보다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 중 대학생이 어떠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체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제이론에 따
르면 과정(process)을 통해 산출(output)이 발생하며, 산출은 바람직한 결과(outcome)를 도출한다
(이도형, 2010). 따라서 대학에서 최종 결과변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과변인 그 자체보다 그에
앞선 산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산출은 취업률이라는 결과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 역량과 같이 학습이 일어난 직후 평가되는 근접적(proximal) 학
습성과 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해 도출되는 장기적 성과인 교육성과로서 학생의 진로준비와 연
계되는 성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성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 여부와 중도탈락 의도를 고려할 수 있다. 대학생
은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며 진로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진로준비 여부는 대학생이
대학교육을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
다. 진로준비 여부는 진로결정 여부와 직업사회 요구능력에 대한 준비 여부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 학생몰입 요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분석 201

(김소영, 김지은, 2013; 조윤서, 2018). 아울러, 중도탈락 의도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에서 대학생 개인은 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느끼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도탈락을
결심할 수 있다(최명선, 강지희, 2008). 중도탈락 의도란 소속된 학적을 포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 취업결정요인을 탐색한 취업과정모형에 따르면, 대학교육 이후 취업선택에 선행하여 진
로선택 단계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적절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편입 혹은 타전공을 선택하
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우상규, 정우열,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여부, 직업사
회 요구능력에 대한 준비 여부, 중도탈락 의도를 대학의 교육성과로 선정하였다.
한편 대학교육의 중요한 과정요인으로는 학생몰입(student engagement)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
몰입이란 학생이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uh, Cruce, Shoup,
& Kinzie, 2008). 대학교육에서 학생몰입은 다양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변인으로 제시되면
서(Kuh, 2009), 국내 대학 맥락의 선행연구도 주로 학생몰입이 다양한 성과변인에 미치는 영향 분
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학생몰입의 하위 요인 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몰
입이 어떻게 학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몰입은 크게
세 가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의 하위 요인을 가지는데(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세 요인 가운데서도 인지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이 행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Reeve, 2012; Reschly & Christenson, 2012). 이에 기반하여 Martin(2012)은 ‘인지·정서몰입→
행동몰입→성과’의 발달 궤적을 모형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할 경우 학생
몰입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몰입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 변인이 아닌 맥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Coates, 2007), 대학교육 환경에서 학생몰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대학 교육과정은 학기 및 학년 단위로 진행되
므로 학생들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 행동 양식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종단적 변화 특성
을 보인다(여승수, 박소희, 2012). 따라서 몰입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분석에 기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관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artin(2012)의 모델에 기반하여, 대학 교육과정 중 학습자의 인지‧정서 몰입
과 행동몰입 수준의 변화가 교육성과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종단연구방법의 하나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인
지‧정서몰입, 행동몰입, 교육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각 변인의 변화
를 추정하고 변화에 있어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결과변인의 변화에 있어 직·간접
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홍세희, 유숙경, 2004). 잠재성장모
형을 활용하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초기수준 간 영향 관계와 더불어 변화율 간 영향 관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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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대학 교육과정 중 학습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교육성과의 발달과 몰입 수준 변화의 관계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몰입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실증적으로 분석된다
면, 학습자의 교육성과 촉진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교수적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정서몰입, 행동몰입, 교육성과의 초기값 간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된 인지‧정서몰입, 행동몰입, 교육성과 간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행동몰입의 초기값/변화율은 인지‧정서몰입의 초기값/변화율과 교육성과의 초기값/변화율
간 영향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체제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성과와 몰입
조직을 보는 체제적 관점에 따르면 대학은 크게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
(outcome)라는 각 단계와 이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요인으로 구성된다(김혜숙, 백순근, 2007).
대학에서 투입은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해당하며, 과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
는 학습기회와 교육 등이 해당한다. 산출은 대학생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계획되고 전달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학습기회 제공에 대한 영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산출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업 및 활동을 통해 창출된 결과라 한다면, 결과는 대학이 목표하고 의도한 최종 결과로
서 대학교육 맥락에서는 취업률, 진학 준비도 등을 들 수 있다(서영인 외, 2013). 또한 산출은 바람
직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산출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결과가 실현되
기 어렵다(이도형, 2010). 이와 같이 대학교육의 성과변인 간 연관성을 고려해 보면, 대학에서 최종
결과변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과변인 그 자체보다 이에 앞선 산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산출 단계에서의 성과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
되면서도 학습 후의 직접적인 성과를 넘어설 것이 요구된다. 종래 성과지표는 주로 학습이 일어난
직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역량 등이 활용되었다. 이들은 학습에
참여한 후의 직접적인 산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후의 결과변인과의 연계성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도출되는 장기적 성과’로 교육성
과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표로 대학생의 진로준비 여부와 중도탈락 의도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학업성취도나 수업만족도와 같은 근접적 학습성과 이후의 장기적 성과차원으로, 취업률로 대표되는
대학교육의 결과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실제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 이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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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취업까지 진행되는 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요인을 구명한 취업결정요인 모형에서 취업선택에
선행하는 단계로 진로선택 단계가 제시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진로선택에 실패하는 경우 편입 또는
기타 선택(타전공선택)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우상규, 정우열, 2014). 구체적으로 중도탈락
의도는 소속된 학적을 포기하고 전과 혹은 편입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이 부적합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로준비 여부는
대학생이 대학교육을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측면에
서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로결정 여부와 직업사회 요구능력에 대한 준비 여부를 들
수 있다(김소영, 김지은, 2013; 조윤서, 2018).
한편, 대학 체제에서 산출에 앞선 과정(process) 변인으로는 대학생이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으로서 학생몰입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몰입이란 학생이 교육적 목적의 다양
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uh et al., 2008). 대학교육 맥락에서 학생몰입은
중도탈락,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변인으
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Finn & Zimmer, 2012), 중도탈락 방지, 수업만족도, 자기효능감, 학업성
취도 등의 다양한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Reeve, 2012). 특히 본 연구의 성과변
인인 교육성과와 관련해서도, 대학생의 학생몰입은 학습지속과 진로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소영, 김지은, 2013;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2. 학생몰입의 요인과 발달적 특성
학생몰입은 대학교육에서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경험이 강조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Kuh et al., 2008) 학생몰입의 개념이 제시된 초기에는 행동 중심의 단일 차원으로
서 학생이 학습에 실제 관여하는 시간으로 정의되었으나(Coates, 2007), 점차 인지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을 수반하는 다차원적 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redricks et al., 2004;
Handelsman, Briggs, Sulivan, & Towler, 2010). 이후 학생몰입은 주로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입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갖는 개념으로 알려졌다(Fredricks et al., 2004).
인지적 몰입은 학습에서 인지적 전략 활용, 자기조절, 자신의 진로와 학교에서의 활동 관련짓기,
학업에 대한 가치 부여와 같은 인지적 활동을 의미한다(Reschly & Christenson, 2012). 한편 정서적
몰입이란 학교나 교수자, 동료, 학업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흥미, 열정, 만족도, 소속감 등으로
나타난다(Skinner & Belmont, 1993). 마지막으로, 행동적 몰입이란 학습자가 신체적으로 다양한 교
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칙 따르기, 수업출석, 동아리 활동에 참여 등 긍정적인 행동
으로 나타난다(Finn & Rock, 1997). 반대로, 부정적 행동을 보이거나 참석횟수가 적다면 행동적
몰입이 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몰입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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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몰입 도구(Student Engagement Instrument, SEI)에서는 인지적 몰입으로 학업의 통제와 관련성
(문항 예시: ‘시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측정한다’) 및 미래 열망과 목표(문항 예시: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다’), 정서적 몰입으로 학습에 대한 교수자와의 관계성(문항 예시: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에 귀기울인다’)을 제시하고 있다. 몰입과 비몰입(Engagement vs.
Disaffection with Learning, Evsd) 측정도구에서는 행동적 몰입으로 수업에 집중(문항 예시: ‘나는
수업을 아주 주의하여 듣는다’, ‘나는 수업 중 토의에 참여한다’), 정서적 몰입으로 학습의 즐거움(문
항 예시: ‘나는 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Fredricks와
McColskey(2012)는 몰입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각 차원의 문항 요소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학생몰입 요인별 측정항목(Fredricks & McColskey, 2012)
인지적 몰입

측정
항목

Ÿ
Ÿ
Ÿ
Ÿ
Ÿ

인지전략 사용
심층적 인지전략사용
과제 통제
자기조절
학습 관리

정서적 몰입
Ÿ
Ÿ
Ÿ
Ÿ
Ÿ

열망
소속감
가족/친구/교수자의지지
교수자-학습자 관계
자기신념

행동적 몰입
Ÿ
Ÿ
Ÿ
Ÿ

인내
탈몰입
수업 출석
활동 참여

최근에는 학생몰입에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이러한 하위요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몰입의 요인 중에서도 인지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은 행동적 몰입에 영
향을 준다고 나타났다(Reeve, 2012; Reschly & Christenson, 2012). 인지란 행위의 결정요인으로,
대학생이 내적으로 설정하는 목표나 기대와 같은 인지적 사건은 행동에 에너지를 주며, 의도한 방향
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Reeve, 2011). 또한 정서 역시 행동을 이끄는 원인으
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감정은 행동을 지속하게 한다(한덕웅, 2004).

3. 학생몰입과 교육성과의 관계
대학교육에서 학생몰입은 대학 생활에서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Kahn, 2014; Kahu, 2013; Kuh, 2009). 실제로 국내 대학 교육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학생몰입은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김명숙, 고장완, 2014). 특히, 학생몰입은 본 연구에서 주
목하고 있는 교육성과인 진로결정, 학교적응, 중도탈락 방지에도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소영, 김지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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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과에 있어 학생몰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생몰입과 성과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학생몰입의 구체적 하위요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학생
몰입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와 하위요인들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Martin(2012)이 제시
한 열의-행동-성과의 순서(Sequence)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artin(2012)은 학생몰입의 선행
요인과 결과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그림 1]과 같이 인지·정서몰입→행동몰입→성과의 경
로를 제시하였다.

[그림 1] Martin(2012) 열의-행동-성과 모델

Martin(2012)의 모델에 따르면 학생몰입이 갖는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도 행동몰입이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인지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은 학생이 갖는 열의(Anxiety)로서 행동적 몰입을
유발한다. 즉, 인지전략의 활용 수준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의→행동→성과 간의
관계는 Ryan과 Deci(2000)가 주창한 자기결정동기 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동기 이론에 따르면, 주도성과 열의를 가진 학습자는 학습 행동을 지속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학생몰입의 개념이 초기에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에 관여하는 시간과 집중, 노력과 같이 행동적
측면에서 정의되었던 것처럼, 학생몰입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학습자의 다양한 행동적 노력이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Coates, 2007). 그렇지만 행동적 요인 그 자체로는 이들 요인이 어떻게 유도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Martin(2012)이 행동몰입을 유발하
는 인지·정서몰입의 역할을 제시한 것은, 성과에 이르는 학생몰입의 기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학생몰입의 하위요인들과 성과 간 구조적 관계를 고려해보면, 행동몰입
은 인지·정서몰입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생
몰입은 맥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Coates, 2007), 시간의 흐름에 따라
Martin(2012)의 모델에서 제시된 인지·정서몰입과 행동몰입 수준의 변화가 성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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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에서 학생몰입 요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인지·정서몰입은 학습자의 행동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여 외생변인으로,
나머지 행동몰입과 교육성과는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행동몰입은 내생변인으로서 인지·정
서몰입과 교육성과 간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림 2] 연구모형

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국가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목적으
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2004년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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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일 표본을 매년 조사하는 패널자료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개년 조사에서 응답한
대학생 2,813명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몰입의 하위요인과 교육성과 변인의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김소영, 김지은, 2013). 인지정서
몰입은 자신이 속한 학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과 강의에
서의 복습, 예습, 과제수행 성실성(‘복습을 충실히 한다’, ‘예습을 충실히 한다’)을 묻는 총 5개 문항
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 평균을 도출하여 투입하였다. 행동적 참여는 강의에서의 출석 성실성(‘출
석을 성실히 한다’)과 강의에서의 주의집중을 묻는 문항(‘강의 시간에 집중한다’)의 평균을 도출하였
다. 교육성과의 경우 진로계획 결정 여부, 현장역량으로서 자격증 취득여부, 학교적응 수준으로서
편입 및 전과하려는 의도 여부를 측정하였다. 특히 편입 및 전과의도는 법칙타당성에 맞게 역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이상 세 항목의 종합적인 교육성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전체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이후 각 항목을 평균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합산하는 방식 중에서 모형적합도 판단을 통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평균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각 변수 측정에 대한 항목 선정과 측정방식은 선행
연구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소영, 김지은, 2013; Jacoby & Matell, 1971;
Lehmann & Hulbert, 1972), 이 연구에서도 문항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Cronbach α 도출 결
과 인지정서몰입 .845, 행동몰입 .879, 교육성과 .715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2> 변인 별 측정항목
측정항목
정서차원
인지·정서
몰입

측정방식
학교에 대한 자부심
학과에 대한 자부심
강의에서 복습 충실성

인지차원

5점 척도

강의에서 예습 충실성
강의에서 과제수행 성실성

행동몰입

강의에서 출석 성실성
강의에서 주의집중

5점 척도

진로결정여부
교육성과

자격증 취득 여부
편입 및 전과하려는 의도(역코딩)

아니오=0,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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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몰입 유형의 변화를 추정하고 변화에 따른 교육성과 간 관계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적인 성장요인을 추정하여 이를 바
탕으로 특성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맥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신택수, 2014).
잠재성장모형은 개인 내 모형(within subject model)과 개인 간 모형(between subject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개인 내 모형은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        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해당 식에서  는 개인이고  는 측정시점이다.  는 시간에서 개인의 점수 그리고  는 측정
시간을 코드화한 값이다. 은 개인  의 초기상태(initial status, 절편), 는 개인  의 변화율(change
rate, 기울기),  는 개인에 대한 시간에서의 모형의 오차를 각각 나타낸다. t=0일 경우 는 초기
값이 되고  는 시간에 따라 Y가 유의하게 증가하면 정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개체
내 모형은 시간에 따른 초기 값과 변화율을 추정한다. 개인 간 모형은         으
로 표현된다. 해당 식에서 와  는 각각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집단평균이다. 따라서  는 초기상태와
변화율에서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 해당 모형에서 추정되는 미지수는 (초기



치의 집단평균),  (변화율의 집단 평균),  (모형의 오차량),  (초기치에서의 분산, 개인차), 

(변화율에서의 분산, 개인차)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이다. 이 추정값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유형의 유의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 소프트웨어인 AMOS 23.0
을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 방식의 경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관측된 상관 행렬을
재생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심준섭, 2013), 정규성이 만족한다면 가장
좋은 추정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영, 2016). 한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해당 조사자료에서는 결측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결측치
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해당 방법은 결측치가 빈번하게 존재하는 종단자료 분석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결측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주환, 김민규, 진영재, 2008). 다음으로
모형평가 수행에서는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형 적합도
지수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지수
가 확립된 TLI와 CFI, RMSEA를 통해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와 CFI의 경우 지수가 0.9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며(Bentler, 1990), RMSEA의 경우 0.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 0.05 이하는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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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몰입 요인들과 교육성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인지정서몰입
의 경우 최근 4년 간 최소 3.364점에서 최대 3.415점 수준의 평균을 보였으며, 행동몰입의 경우에는
최소 3.767점에서 최대 3.994점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성과의 경우에는 최소 .151점에서 최고 .295
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표준편차의 경우 최소 .245에서 최고 .895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변량 정규성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왜도 및 첨도 절댓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
절댓값 .120~1.262, 첨도 절댓값은 .041~.814범위로 나타났다. 왜도 절댓값 2 미만, 첨도 절댓값
4 미만이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는 기준에 따라(Hong, Malik, & Lee, 2003), 자료의 비정규성
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인지정서
몰입

행동몰입

교육성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9차

3.415

.633

-.227

.720

10차

3.400

.661

.120

.616

11차

3.364

.659

.365

.550

12차

3.370

.704

.395

.543

9차

3.994

.768

-.779

.762

10차

3.830

.793

-.277

-.264

11차

3.767

.895

-.637

.631

12차

3.832

.857

-.522

.363

9차

0.295

.303

.487

-.814

10차

0.240

.292

.787

-.407

11차

0.197

.274

1.011

-.041

12차

0.151

.245

1.262

.448

2. 요인별 분석모형
인지·정서몰입, 행동몰입, 교육성과 요인의 변화 정도를 바탕으로 관계성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
형을 적용하기 전에 각 요인에 대해 적절한 변화 함수를 사용한 모형을 결정하였다. 모형 결정 방식
은 네 시점에서 각 요인의 평균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무변화 모형과 변화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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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선형변화모형을 각각 설정한 후, 두 모형의 적합도와 추정모수의 유의도
를 비교한다(Hong & Ho, 2005). 한편, 체계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매 시점에서 발생한 변
화는 무선오차로 간주하였다(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비교 결과 각 연구변인을 무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보다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의 모형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각 변인의 연구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각 변인의 선형
변화모형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분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인지·정서몰입의 초기
치 평균은 3.409로 나타났다. 이는 9차년도(2012년)에 측정된 인지·정서몰입의 평균점수가 3.409라
는 의미이다. 변화율의 경우 값이 -.048로 도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됨
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른 인지·정서몰입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인지·정서
몰입의 초기치와 변화율 분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치와 변화율 값은 개인별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몰입의 경우 초기치 평균은 3.982점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
율 값인 -.2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p<.001),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하면 행동몰입 수준이
.20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의 경우 초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초기
치의 평균 수준은 개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성과의 경우 초기 전체 평균은
.291이었으며 변화율은 -.140으로 나타나,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하면 교육성과 수준이 .140만큼 감
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의 경우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치와 변화율 값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연구변인 모형 적합도



구분
인지
정서
몰입
행동
몰입
교육
성과

df

p

TLI

RMS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12.839

8

.118

.969

.015

3.398***

.264***

-

-

선형변화

1.606

5

.901

1.035

.000

3.409***

.298***

-.048

.266**

무변화

16.183

8

.040

.942

.019

3.940***

.397***

-

-

.000

***

***

선형변화

3.913

5

.562

1.012

3.982

***

.434

***

무변화

642.497

8

.000

.554

.643

.309

.029

선형변화

36.304

5

.000

.965

.047

.291***

.044***

***

-.202

.237

-

-

-.14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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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이론적 설명과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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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인지·정서몰입 초기 값은 행동몰입 초기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935, b*=.770, p<.001). 따라서 특정 학습자의 인지·정서몰입 초기 값이 높을수록
해당 학습자의 행동몰입 초기 값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정서몰입 변화율도 행동몰입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982, b*=.993, p<.001), 인지·정
서몰입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학습자의 행동몰입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해석되었다. 행동몰입의
경우 초기 값이 교육성과 초기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61,

b*=.200, p<.001), 학습자의 행동몰입 초기 값이 높을수록 교육성과 초기 값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찬가지로 행동몰입의 변화율은 교육성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b=.078, b*=.261, p<.05), 학습자의 행동몰입 수준이 증가할수록 교육성과도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연구변인 간 영향 검증결과
구분

b

S.E.

b*

t

p

인지정서몰입 초기

→

행동몰입 초기

.935

.058

.770

15.978

.000

인지정서몰입 변화

→

행동몰입 변화

.982

.145

.993

6.764

.000

행동몰입 초기

→

교육성과 초기

.061

.014

.200

4.490

.000

행동몰입 변화

→

교육성과 변화

.078

.032

.261

2.433

.015

b=비표준화 회귀계수; S.E.=표준오차(Standard Error); b*=표준화 회귀계수

[그림 3] 잠재성장모형 경로분석 결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한 후 표준화 회귀계수 제시. 공분산의 경우 가시성 확보를 위해 생략

하였음.    , TLI=.938, CFI=.952, RMSEA=.027. * p<.05, *** p<.001

다음으로 인지·정서몰입과 성과 간 관계에서 행동몰입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roian 검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Sobel
검증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Sobel 검증으로는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으며 과도하게 분산을 추정하
여 정확한 값을 못 낼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Z검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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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ian 검증을 선택하였다(김응준, 이남주, 2013). 분석 결과, 인지·정서몰입과 교육성과 영향 관계
에서 모든 매개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행동몰입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매개효과 검증결과
매개경로

Z검증

유의여부

인지정서몰입 초기

→

행동몰입 초기

→

교육성과 초기

4.198

유의

인지정서몰입 변화

→

행동몰입 변화

→

교육성과 변화

2.271

유의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학습몰입 요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인지·정서몰입, 행동몰입, 교육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개년 동안 수집된 한국교육
고용패널데이터에서 대학생의 응답자료가 활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정서몰입의 초기 값이 높을수록 행동몰입의 초기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정서몰입이 높은 학생, 즉 학교 및 학과에 만족하며 강의를 위한 예습 및 복습을 성실히
수행하는 대학생은 행동몰입수준, 즉 강의 출석과 주의집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
동몰입의 초기 값이 높을수록 교육성과의 초기 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 수업에 성실히 임
하는 대학생은 처음부터 학교에 대한 적응 수준과 미래에 대한 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rtin(2012)이 제시한 ‘인지·정서몰입→행동몰입→성과‘의 경로가 국내
대학교육 맥락에서도 유의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인지·정서몰입과 행동몰입이 교육성과에 선행한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에서 교육성과를 촉진
하기 위한 학습몰입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예컨대,
입학 이후 초기 1년간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연보라, 장희원, 2015),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학년에게 특히 인지·정서몰입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즉 학교와 학과
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대학에서의 성공적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지·정서몰입의 변화율은 행동몰입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지·정서적으로 몰입하는 대학생은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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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며, 다양한 수업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 설계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러므로 이들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 대한 학습몰입 지원은 신입생 시기만이 아니라 2, 3학년
으로 진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2, 3학년의 경우 본격적으로
전공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시기로 학업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이다. 이에 인지·정서몰입
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즉 전공별 맞춤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학업을
지원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졸업생과의 멘티-멘토 프
로그램의 활성화, 전공 지식의 실생활 전이를 촉진하도록 액션러닝, 전문가 연계 프로젝트학습 등의
교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정서몰입과 교육성과 간 관계에서 행동몰입의 초기 값과 변화율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동몰입이 주로 수업에서의 성실성과 주의집중과 같이
주도적 참여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강의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의 학습자 중
심 교수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대학교육의 혁신 전략
으로 제안되는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참여형 수업모델의 필요성(Fullan & Langworthy, 2014)을 뒷
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교육성과 변인은 그 자체로 매년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졸업 이후
의 삶에 대한 부담과 불안 심리가 증가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조현재, 2014). 대학에서
학습자는 입학한 후에 갖는 초기의 기대와 달리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부담감으로 진로에 대한 결정
을 주저하게 되고,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으로 편입이나 전과를 고민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정서몰입과 행동몰입이 높
아지면 교육성과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몰입이 중요하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로, 고학년이 되었을 때 방황하지 않고 진로 결정과 준비 정도를
높이려면 대학 재학 과정 중 계속하여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며 수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다만 학습자 스스로 장기적으로 몰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몰입 촉진
을 위한 교수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응답이 많은 패널데이터 특성으로 인해 학생몰입과 성과 기제에 대한 일반화
경향성은 확인하였으나, 연구대상 특성(학교유형, 전공유형, 학년 등)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학생몰
입 궤적과 성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인구통계
학적 변인을 고려한 차별적 영향과 구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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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Engagement and Outcome in Higher Education*
3)4)

Kim, Rang
Jo, Yun-Seong
Song, Hae-D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ver time
in student engagement and outcome in higher education. Based on panel data (N=2,813) derived
from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we estim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changes
over time by utilizing latent growth modeling. It is shown that cognitive/affective engagement
affects outcomes, mediated by behavioral engagement. The result also show that the changes in
cognitive/affective engagement affects changes in outcomes, mediated by changes in behavioral
engagement. The results imply the importance of promoting student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and expand engagement discussion. Other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practice and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Higher education, Student engagement, Outcome, Latent growth modeling,
Longitud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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