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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에서 학습 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내·외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1)

김은지(金恩智)*

 

대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는 대학교육의 질 평가와 학업능력 향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주목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습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자의 내적요인으로 내재적 동기와 학습효능감, 학습상황과 관련된 학습자의 외적요인으로 학습가치와 학습분위

기 변인을 선정하고 그 구조적 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A 대학에 재학 중인 329명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대학 수업에서 학습

자의 내·외적 요인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를 학습몰입 변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 수업에

서 학습자의 내·외적 요인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수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학습에 몰입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내적 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학습효능감은 모두 학습

몰입과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수업에서 학습가치와 학습분위기는 학습몰입

에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분위기는 학습몰입을 매개로 하여 수업만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수업 구성과 설계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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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내실화와 질 제고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는 오늘날 

모든 대학들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등교육 시장이 세계

적으로 확대되는 오늘날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목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성과를 제고하려는 대학의 혁신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들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부분은 

대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유현숙 외, 2011). 이와 함께 대학교육 현장에서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식 구성을 강조하

는 학습자중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행요건으로서 학습

자들의 학습몰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대학생의 학습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

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로써 학습몰입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선현석, 변수연, 박해경, 2012; Kuh et al., 2005; Pascarella & Terenzini, 2005). 학습자가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수업 활동에 참여하여 몰입하는가는 수요자 만족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학교육의 전체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는 등 교육성과의 지표로 활용되기

도 한다(Astin, 1993; Richardson & Newby, 2006; Webster & Hackley, 1997). 특히 이러한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을 매개하는 요인

으로 대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Klein et

al., 2010; Reyes et. al., 2012). 따라서, 대학생들이 언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업에 

대한 몰입과 만족을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학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연구 과제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몰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초중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김

남희, 김종백, 2011; 이숙정, 2010), 대학생들의 학습몰입 관련 영향 요인이나 과정 등을 다룬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아직 활발히 수행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행 요건으로서 대학생들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대학교육에서 학습 성과 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서 학습 

몰입에 대한 인식으로 관련한 실증적·이론적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몰입(engagement)

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적 틀로 이해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Kahu, 2013). 기존 문헌에서는 몰입의 선행요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학습 몰입의 결과적 요소들에 초점

을 둔 행동중심적 접근(Kuh, 2009), 몰입을 개인의 내적인 심리과정으로 보는 심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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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s & Poskitt, 2009), 그리고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을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적 접근(Solomondias & Reid, 2009) 등이 있다. 한편, 학습 몰입의 선행요인과 과정에는 

행동적, 인지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개인적 변인들과 환경적 변인들이 복

합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다차원의 메타 변인인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Wang & Holcombe, 2010) 몰입을 하나의 접근법으

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즉, 선행 연구들이 주로 학습자의 동기변인과 학습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행동중심적 접근 등 하나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여 대학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들을 몰입하게 하고 만족스런 성과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 간의 직ㆍ간접 효과와 

구조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각각의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

를 보완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법이 점차 주목을 받으며, 학습몰입의 선행 요인에 대한 통합

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Zepke, Leach, & Butler,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 몰입과 관련한 최근 연구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수업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겠지만, 통합적인 관점을 토대로 수

업과 관련한 인지적, 동기적, 사회적, 그리고 수업 환경적 요인 등을 크게 학습자의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대학

생들의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학습자의 내적 변수로서 내적 동기와 학습효능감을,

학습 상황에 놓인 학습자의 외적 변수로서 학습 가치와 학습분위기를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어떤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을 진화시켜 나가는 상태인 몰입의 

개념을 대학생의 학습 관련 내․외적 변인에서 측정하여 대학생들의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구안하고, 이들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

구는 대학생들의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적ㆍ외적 변수들의 효과를 매개

하는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서 학습몰입을 포함시켜 그것이 대학생들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수업과 관련한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을 투입 변인으로, 수업만족도를 결과 변인으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

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수업 활동과 관련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학습몰입과의 관계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모형은 대학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의 투입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내적 요인(내재적 동기, 학습효능감)과 외적 요인(학습가치,

학습분위기)은 학습몰입과 수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몰입은 학습자의 내ㆍ외적 요인과 수업만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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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습몰입

학습몰입이란 학습목표를 성취하고자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학습과정과 활동 등과 지속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Carini, Kuh, & Klein, 2006; Newmann, Wehlage,

& Lamborn, 1992).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학습몰입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측면 등 다차원을 포함하며, 학습자가 수업 관련 활동에 능동적으로 주의집중하

거나 몰두하게 되는 과정과 상태로 요약될 수 있다(Coates, 2005; Handelsman et al., 2005;

Schreiner & Louis, 2006). 최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는 몰입이 효과적

인 학습 수행 뿐 아니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을 예측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학습자 관련 변인, 학습 과정이나 맥락적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학습몰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심리적 선행 요인 관련 연구, 환경적 영향 변인 관련 

연구, 그리고 몰입의 결과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

구들은 주로 흥미와 학습동기, 자기존중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이은주, 2001; 이지혜, 2009; Carini, Kuh, & Klein, 2006). 학습몰입과 관련된 환

경적 영향 변인을 다룬 연구로는 학습활동 및 과제의 특성, 교수자와의 상호관계 및 수업방식 

등을 다룬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이숙정, 2011; Steele, & Fullagar, 2009), 학습자 개

인 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에 비해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외 몰입의 결과와 관련된 연구들

은 주로 학업성취 예측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서 몰입에 초점을 두고 학습시간 단축, 만족, 과제

수행 완료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김영희, 김영수, 2006; Carini, Kuh, & Klein, 2006;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den, 1993; Handelsman et al.,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학습몰입과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내․외적 요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거나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학습몰입은 개인적 변인들

과 환경적 변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학습자 

요인과 학습 상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며, 그 구

조적 관계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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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의 내적요인, 학습몰입 및 수업만족

학습자의 내적 요인인 내재적 동기는 외부의 영향이나 보상 없이 자신의 순수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바탕으로 어떤 일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동기적 특성으로 정의

되며, 학습자극 추구, 학습성취 추구, 지적호기심 추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Deci &

Ryan, 2000; Vallerand & Bissonnette, 1992).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는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Lepper, Corpus, & Iyengar, 2005). 또한, Csikszentmihyi

와 Lefevre(1989)에 의하면, 내재적 동기는 몰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흥미나 가치 등의 조

건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최적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주(2001)는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몰입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hin(2006)은 개인 

학습자의 동기에 따라 몰입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며, 수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내재적 동기와 학습몰입, 그리고 수업만

족의 유의한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또 다른 학습자의 내적 요인인 학습효능감은 개인이 학업 과제를 수행하

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2000), 학습과정과 학습 성과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국내외에서 관련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학습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학업성과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숙정, 2011; Vuong, Brown-Welty, & Tracz, 2010; Zajacova, Lynch, &

Espenshade, 2005). 한편, Puzziferro(2008)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학습에의 몰입과는 긍정

적인 상관이 있으나 학업성과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동기 

요인으로서의 학습효능감과 학습몰입 및 학업성과 변인과의 관계는 연구 간에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능감과 학업성과 변인인 수업만족도와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학습자의 외적요인, 학습몰입 및 수업만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에 대한 가치는 학습 내용, 과제나 활동의 중요성, 현재 또는 미래

의 학습이나 진로에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부여되는 가치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Hulleman

et al., 2008; Hulleman & Harackiewicz, 2009).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학습과제 가치의 다중성

(multi-dimensionality)은 학습자들에게 부여되는 과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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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

자들이 부여하는 학습과제나 활동의 유용성이나 중요성은 인지전략의 사용, 자기조절, 수행성과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학습내용이나 과제가 자신의 목표와 관련성이 있거나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고 지각하면 해당 학습 과제나 활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lka & Covington, 2005; Pintrich & De Groot, 1990; Shechter　et al.,

2011). 즉, 학습 과제나 활동 등에 대한 유용가치와 달성가치는 학습에 대한 흥미뿐 아니라 학습

참여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수행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eene et al.,

2004; Hulleman & Harackiewicz, 2009; Malka & Covington, 2005; Wigfield & Eccles, 1992).

또한 학습 내용이나 과제 등의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 과정이나 결과

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Taylor & Todd, 1995;

Venkatesh, 2000). 따라서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학습 내용 및 활동의 가치는 학습자들의 몰입과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으며, 학습 가치를 인지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습에의 몰입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학습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구성하는 학습상황의 중요

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Carini et al., 2006; Kahu, 2013; Steele & Fullagar, 2009). 구체적으로 교수

자가 학습자들의 의견 제시에 열린자세를 유지하고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며 수업을 진

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형성하여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eve et al., 2004). 즉, 학습자들이 학습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인지할수록 학습과정이

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자가 수업에서 지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수업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Reys et al., 2012; Steele & Fullagar, 2009). 또한,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지식구성이 중

요시되는 대학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또 하나의 관련 변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Hay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위기를 교수자-학습자간 상호작용과 자율성지지 영역으로 구성

하고(Church, Elliot, & Gable, 2001; Hay et al., 2004; Williams & Deci, 1996),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선행요인으로써 학습상황의 자율성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학습분위기가 학습자들

의 만족도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상으로 논의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 관련한 내적 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학습효능감은 학습몰입과 수업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학습몰

입을 매개로 수업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수업 관련한 학습자의 

외적 요인인 학습가치와 학습분위기는 학습에 대한 몰입과 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학습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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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에서 상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내재적동기

학습효능감

학습가치

학습분위기

학습몰입 수업만족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는 국내 A 대학교에서 다수개의 수업을 편의표집하고,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자율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였다. 수집된 응답 중 누락한 질문이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329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포함

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남학생이 206명(62.6%), 여학

생이 123명(37.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0.4세로(SD=3.72), 19세 이하(31.5%), 21세 이

하 (47%), 23세 이하(12.5%)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105명으로(32%)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학년이 84명(25.5%), 2학년은 76명(23%), 1학년은 64명(19.4%)로 나

타났다. 응답자들의 소속학과는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연구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었

다. 수정된 각 측정 변인별 문항에 대하여 교육학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구성된 

모든 변수는 1-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게 구성되었다.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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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잠재 변인은 측정 변인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재적 동기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에 의해 개발된 학습동

기척도(Academic Motivation Scale)를 활용하였다. 학습동기척도(AMS)의 내재적 동기는 학습

자극 추구, 학습성취 추구, 지적호기심 추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재

적 동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들이 교과목에 대해 얼마나 

내적으로 동기화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교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를 내적 즐거움과 호

기심 등에 두는 것이다(예: “나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등).

2) 학습효능감

학습효능감은 개인이 계획하거나 해야 할 학습에 대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는 도구로 Pintrich와 De

Groot(1990)가 개발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학습효능감 관

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이 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등),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값은 .92이다.

3) 학습가치

학습에 대한 가치는 수업 내용이나 활동의 중요성, 현재 또는 미래의 학습이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부여하는 가치 정도로, Hulleman 외(2008)의 도구를 본 연구의 맥락에 적합하

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본 수업의 주제는 앞으로 내 진로에 유용할 것이다.” “이 수업에

서 하는 과제나 활동은 나의 학습에 중요하다.” 등). 이 도구는 학습과제의 유용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의 ɑ값은 .88이었다.

4) 학습분위기 

본 연구에서 학습분위기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에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의 자

율성 지지행동으로 구성되었다(Church, Elliot, & Gable, 2001;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Reeve et al., 2004). Hay 외(2004)의 상호작용 문항과 Williams와 Deci(1996)의 학습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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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를 본 연구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활용한 이 도구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의 ɑ값은 .87로 나타났다(예:

“본 수업의 교수자는 질문을 하도록 격려한다.”, “본 수업의 교수자는 피드백을 매우 신속하게 

제공한다.” 등).

5) 학습몰입

학습자의 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reiner와 Louis(2006)가 개발한 학습몰입 척도

(Engaged Learning Index)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몰입, 행동적 몰입, 감성적 

몰입 등 세 개의 하위요인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

는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학습한다.”, 행동적 몰입은 “나는 소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감성적 몰입은 “나는 수업내용이 흥미롭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들은 학습몰입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 척도의 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의 α값은 .79~.85이었으며, 전체신뢰도 Cronbach

의 α값은 .89로 나타났다.

6) 수업만족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교육적 경험에 대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연상의 

수준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Bhattacherjee(2001)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

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예: “나는 이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등).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이 도구의 문항내적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ɑ값은 .92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 연구모형 개발, 설문조사 

실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모형 수정 및 최종 모형 확정 등의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선정하고, 2014년 봄학기 A대학의 

학부수업을 표집하고 해당 수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신뢰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측정모형

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bootstrapping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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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수추정은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한 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문

항이 많을 경우 자유모수치가 증가하여 모형 추정 시 나타나는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학습몰입을 제외한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변수들은 문항합산(item parceling) 방법으로

(Bandalos, 2002) 2-4개의 측정변인으로 무선적으로 묶은 후 평균값을 생성하여 구조모형 검증에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2단계 접근법에(Anderson & Gerbing, 1988) 따라 측정모

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정리하였다.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27~.66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 간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

분포를 이루지 못할 경우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다변량 정규분포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전제인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왜도가 ±2, 첨도가 ±7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여 모수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었다(Bollen, 1989; Curran, West,& Finch, 1996).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n=329)

변인 1 2 3 4 5 6

내재적동기 -

학습효능감 .435** -

학습분위기 .267** .424** -

학습가치 .461** .450** .334** -

학습몰입 .512** .474** .485** .567** -

수업만족 .453** .521** .660** .292** .475** -

평균 3.54 3.65 3.68 3.72 3.59 3.75

표준편차 .725 .698 .746 .707 .558 .782

왜도 -.23 -.17 -.37 -.24 .23 -.76

첨도 .043 .023 .66 .013 .197 1.1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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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산출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

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적합도는 χ2(58)=107.59, CFI=0.96,

TLI=0.98, RMSEA=0.05(90% 신뢰구간= .031-.064)로 나타나 좋은 모델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ollen, 1989; Hu & Bentler, 1995). 즉,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64-.93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잠재 개념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계산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개념신뢰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 지수도 모두 .50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

합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09). 아울러 분산추출값을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모든 값이 상관관계 계수를 제곱한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만족할만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요인 분석 결과 (n=329)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β t C.R AVE

내재적동기
내재적동기1 .943*** .065 .887 25.6 .86 .63

내재적동기2 1.00 - .912 -

학습효능감
학습효능감1 .925*** .040 .895 22.8 .85 .62

학습효능감2 1.00 - .890 -

학습가치
학습가치1 .992*** .071 .868 13.9 .87 .64

학습가치2 1.00 - .867 -

학습분위기
학습분위기1 .868*** .043 .871 20.4 .83 .56

학습분위기2 1.00 - .929 -

학습몰입

학습몰입1 .752*** .069 .636 10.9 .79 .56

학습몰입2 .912*** .08 .671 11.4

학습몰입3 1.00 - .859 -

수업만족

수업만족1 1.00 - .930 - .88 .59

수업만족2 1.03*** .035 .904 29.1

수업만족3 .983*** .031 .916 32.7

***p<.001, CR(Composite Reliability: 개념신뢰도),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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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학습몰입과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수업 관련 학습자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학습몰입이 각각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학

습몰입이 어떠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 검증되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습자의 내적요인

과 외적요인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하여 수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

가를 하였으며, <표 3>과 같이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학습가치에서 수업만족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수정모형에서 해당 경로를 삭제하고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다시 

분석하였다. χ2 차이 검정으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한 결과, Δχ2(1)= .39, p= .51로 나

타나 두 모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두 모형 중 더 간명한 수정모형을 택하였다. 수정

모형에 포함된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표 4>), 모든 경로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림 2]에 제시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n=329)

χ2 df p TLI CFI RMR RMSEA(CI*)

연구모형 109.75 58 .00 .98 .98 .02
.05

(.034-.066)

수정모형 110.14 59 .00 .97 .98 .02
.05

(.034-.065)

참고기준 - - .05 이하 .90 이상 .90 이상 .05 이하 .07 이하

*CI=Confidence Interval

내재적동기

학습효능감

학습가치

학습분위기

학습몰입 수업만족

.29

.32

.41
.19

.30

.31

.59

.32

[그림 2] 최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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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4>에 제시된 구조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재적 동기(β

=.294, p<.01), 학습효능감(β=.323, p<.01), 학습가치(β=.410, p<.001), 학습분위기(β=.186,

p<.01)는 모두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특히, 학습가치는 변인들 가운데 학습몰입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6.069). 한편, 수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행 변인은 

학습분위기(β=.586,p<.001), 학습몰입(β=.324, p<.001), 학습효능감(β=.311, p<.001), 내재적 동

기(β=.303, p<.001)로 나타났다. 학습분위기는 연구 변인들 가운데 수업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

였으며(t=10.65),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 (n=329)

경로 β S.E. C.R p

학습몰입

← 내재적 동기 .294 .061 4.713** .000

← 학습효능감 .323 .053 5.314*** .000

← 학습가치 .410 .057 6.069*** .000

← 학습분위기 .186 .043 3.113** .002

수업만족

← 내재적 동기 .303 .071 5.183*** .000

← 학습효능감 .311 .063 5.432*** .000

← 학습분위기 .586 .054 10.65*** .000

← 학습몰입 .324 .082 5.863***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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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수업관련 학습자의 내ㆍ외적요인과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학습몰입 변인이 매

개하는지 검증하고자 변인간의 직ㆍ간접 영향을 분해하여 매개 변인의 간접효과를 도출하고 유

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Preacher & Hayers, 2008; Shrout &

Bolger, 2002). <표 5>에 제시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내재적 동기, 학습효능감, 학습

분위기가 학습몰입을 매개로 만족에 미치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

는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므로 학습몰입이 내재적 동기, 학습효능감, 학습가치, 학습분위

기에서 수업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5> 변인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결과 (n=329)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수업만족

← 내재적동기 .303* .098* .401*

← 학습효능감 .311* .161* .472*

← 학습가치 .00 .152* .152*

← 학습분위기 .586* .106* .692**

← 학습몰입 .324* .00 .32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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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A대학의 학부생 329명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학습몰입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내적 요인과 학습몰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과 같

은 변인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마정희, 2010; 정수진, 2008),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보다는 학습효능감과의 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수

행해야 하는 과제에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학습몰입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효능감이 학습몰입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선

행요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선행 연구(김은주, 도승이, 2009; 이지혜, 2009; Puzziferro, 2008;

Wlodkowski, 1999)를 지지하는 결과로 본 연구를 통해 두 변인간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 요인과 학습효능감은 수업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 뿐만 아니라 학습몰입을 매개로 수업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나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자의 내적 조건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습몰입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외적 요인인 학습가

치, 학습분위기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학습분위기

와 학습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Church, Elliot, & Gable, 2001; Reyes et. al., 2012)를 

지지하는 결과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습분위기에서 주어진 학습과제

나 활동들에 대한 가치를 인지할 때 학습자들은 수업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특히 학습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직접 효과 측면에서 학습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수업 내용과 활동에 대한 유용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 인식할수록 

학습자의 노력 수준, 학업성취도, 학습지속의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

행 연구(한순미, 2004; Husman et. al., 2004; Shechter et. al., 2011)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학

습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에의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학습자의 외적 요인으로 연구된 학습분위기는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며 두 변인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효과 측

면에서 학습효능감이나 내재적 동기와 같은 학습자의 내적 요인보다 교수자나 학습자들과의 활

발한 상호작용과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등과 같은 외적 변인이 수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더 

큰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오은주, 2009; Reyes et. al., 2012)들과 유사한 

결과로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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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자율적인 분위기와 상호작용

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학습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나아가 수업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대형 강의 중심의 

대학 수업구조와 교수자가 구성하는 수업환경과 조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업의 외적요인인 학습가치는 학습몰입을 매개로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가치를 높게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업만족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의 효용 가치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 결과(정혜승, 2005; Brown, 1999)와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후속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학습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요

인과 수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보다 다각적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Pintrich와 Schrauben(1992)의 연구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가치를 부여

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정교화, 조직화 등 인지전략 등을 활용하여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이는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

에서는 학습 가치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각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의 경험은 수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유의한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김영희, 김영수, 2006; Massimini & Carli, 1988)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들 변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특히 학습몰입은 개

인적․환경적 변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한다는 연구(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의 내적 요인과 함께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성이 지지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외적 학습조건의 통합적 구성의 필요성에 시사점을 준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몰입과 수업만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다각적 측면

에서의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이 두 변인의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 관련 최근 연구 동향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학습몰입 

관련변인을 내․외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는데 좀 더 객관적인 분류체계를 통한 실질적인 자료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습 관련 특성이나 환경 변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몰입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체계화하여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습몰입의 연구는 

대부분 학습자의 내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외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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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교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와 학습몰

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결과 변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수업 관련한 학습자의 외적변인이 학습몰입이나 수업만족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교수자가 구성하는 학습분위기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분위기를 구성하는 교수자 태도, 수업설계 요소, 교수전략 등 교수자 

변인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학습몰입과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

다 구체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관련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을 표본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모든 대학의 학습자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학습몰입과 만족도 변인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정교화하여 그 영향 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습관련 내·외적 요인과 학습몰입과 수업만족

도와의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

생들의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몰입과 만족도가 높은 학습 활동 및 학습 환경을 포함한 교수-학습 관련 지원 방안을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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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or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1)

Kim, Eun-Jee*

Given the criticality of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as outcome variables of college

education, there has been few studies which explored the integrative effect of learners’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internal(i.e., intrinsic motivations, academic self-efficacy) and external

factors(i.e., learning climate, learning value) on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in college

course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329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learners’ internal factors such as intrinsic motivations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external factors, learning climate, learning value, positively influenced learning

engagement, and they also positively influenced learning satisfaction in college classrooms.

The results revealed that supportive and autonomous learning climate accounted for the large

proportion of variances in learning 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level of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along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Learning engagement, motivations, learning climate, learning valu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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