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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및 변

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대혼돈의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고조되어대면수업혹은혼합수업의수업유형에서비대면수

업으로 급히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학기부터 국내 대학에서는 기존의 대면수업을 비

대면으로 전환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

황에서 진행된 대학의 수업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의 질뿐만 아니라 수업만족 저하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

었다[1].

온라인수업은콘텐츠가풍부하고편리하다는장점이있으

나교수와학생간그리고학생간상호관계의구축과학생지

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보

면 온라인교육에 있어서 그 교육적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요인들이존재한다. 연령, 성별, 온라인교육에대한효

능감, 학문적 자아개념, 사용 기간 및 빈도, 기존 교육 경험,

인터넷 강좌 경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로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동기와교수자요인으로는적극적학습지원활동을들고

있다[2].

수업만족도는학습과정중학습자가학습을성공적으로마

칠 수 있다는 자기인식과 더불어 달성한 학습성과에 대하여

학습자스스로지각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3], 학습의효

과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용지표이다. 또한, 학습자

가학습에대해만족감을느끼게되면기존의지식과통합되

온라인 수업의 질과 수업만족도가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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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온라인수업의질과수업만족도가학습몰입을매개로한학업성취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들간의
관계를다각적인분석을통해온라인수업에서의학업성취도향상을위한기초연구로서의목적이있다. 이를위해 2020
년도 8월 1일부터 2020년도 8월 15일까지 B광역시소재 D대학교와전남소재 D대학재학생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사용하여통계처리하였으며, 온라인
수업의 질,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첫째, 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면, 학습몰입의직접효과와총효과(γ=.25, p=.006)가 유
의하였고, 수업만족도는 직접효과(γ=.66, p<.019), 간접효과(γ=.13, p=.006) 및 총 효과(γ=.78, p<.009)도 유의하였으며,
수업의질은직접효과(γ=.08, p<.532)는 유의하지않았고, 간접효과(γ=.63, p<.017)는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72%
였다. 둘째, 학습몰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면, 수업만족도의학습몰입에대한직접효과및총효과는유의하
였고(γ=.51, p=.012), 수업의 질의 학습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및 총 효과는 유의하였으며(γ=.25, p=.039), 전체 설명력은
52%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의매개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적용하여간접효과를계산한결과, 수
업의질과수업만족도모두에서학습몰입의유의한매개효과가확인되었다. 본연구결과는온라인수업에서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온라인 수업에 대한 질적 개선 및 대학교육에서의 지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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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되어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달

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4],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행되었던 교육현장에서의 학업성취

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온라인수업의 효과

[5, 6], 대학교육의 역할과 기능, 수업 환경이 변화,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7, 8],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

연구[9, 10], 온라인 수업모형 연구[11, 12], 교양교육에서의

온라인교육과 효과[13, 14]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는 대학교육의 핵심인 수업의 질이며,

좋은수업에서학습성과가나타난다[15]. 온라인교육에서좋

은 수업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16] 온라인 교육 내용의

구성, 수업 설계 및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상호작용(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들 간),

학습자개인의학습과정(학습동기, 자기조절) 등다양한요인

들이 수업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미치는요인들중, 수업참여및학습내용에대한흥미

정도, 대학 비대면온라인수업에대한교육의질, 학습정서

가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질과 수업만족도가 학습몰입을 매개로 한 학

업성취도 관련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

상으로온라인수업에서의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으로 수업의 질과 수업만족도가 학습몰입을 일으켜 어떻게

영향을주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는향후 포스트 코로

나19 상황에서도온라인수업에대한질적개선및대학교육

에서의 지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의 질과 수업만족도가

학습몰입을매개로학업성취도에미치는효과를체계적고찰

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온라인수업의질, 수업만족도, 학습몰입및학업성취

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수업의 질,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을 수강 한 대학생에게 경로 분석을

통한수업의질, 수업만족도, 학습몰입및학업성취도의관련

성을 탐색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는 2개의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으

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자발적인연구참여자 199명의자료를수집하였다. 대

상자의수는 Hair(2005) 등의최대우도추정법에사용하는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추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는 199명으로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수업의 질

수업의질은 Chae과 Lee(2017)이개발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수업내용 8문항, 상호작용 5문항, 학습환경 5문항으

로세개의하위요인의 18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

에서는오프라인수업의질을포함한 1문항을제외한 17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의 질이

높음을나타낸다. Chae과 Lee(2017)의연구에서 Chronbach's α

= .90,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8이었다.

2.3.2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So와 Bush(2008)이 개발하고 Kwon(201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수업의만족도가높음을나타

낸다. Kwon(2011)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9이며, 본 연구

에서는 Chronbach's α= .93이었다.

2.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reiner와 Louis(2006)가 개발한 학습몰입 척도 (Engaged

Learning Index)를 Kim(2015)이번안한것을사용하였다. 이

도구는인지적몰입, 행동적몰입, 감성적몰입 등세개의하

위요인의 15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 척도로점

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

Schreiner와 Louis(2006)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91,

Kim(2015)의 연구 Chronbach's α= .89이며, 본 연구의

Chronbach's α= .87이었다.

2.3.4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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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Rovai 등(2009)이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 형식의 인지학습 척도를

Park 등(201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총 9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가 높음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 Chronbach's α= .92이고, 본

연구 Cronbach's α= .8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B광역시 D대학교, 전남 D대학재학생을대상

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온라인으로설문조사

를하였다. 회수된설문지 210부 중무응답이거나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199부(94.8%)를 본 연

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자료는연구목적에맞도록 SPSS/WIN version 20.0 프

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으로분석하였으며,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수업의질, 수업만족도, 학습몰

입 및 학업성취도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관측변수들의 왜도(skewness)는 절대값 2 이하, 첨도

(kurtosis) 절대값 7 이하 및 VIF 값이 10 이하로정규분포를

하고 있으며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는 t-test와 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수업의질, 수업만족도, 학습몰입및학업성취

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인

χ2/df,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연구는대상자에대한윤리적고려를위해연구목적과

취지, 익명성보장, 설문지를작성하는데소요시간, 연구참여

자권리에관하여설명한후자발적참여에따른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설문

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2개의 대학 재학생 총 199명 중 남자 43명

(21.6%), 여자 156명(78.4%)으로 여자가훨씬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101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는 21∼25세가

146명(73.4%)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온라인수업 경험

유․무는 ‘경험 없음’이 162명(8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

난학기성적은 3.0∼4.0이 117명(58.8%)으로 가장많이차지

하였다.

3.2 수업의 질, 수업만족도,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

도 간의 상관관계

온라인 수업의 질(r=.72, p<.001), 수업만족도(r=.76,

p<.001), 학습몰입(r=.65, p<.001)이 높을 수록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났고, 수업의 질(r=.63, p<.001), 수업만족도(r=.70,

p<.001)가높을수록학습몰입은높게나타나모두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수업의 질, 수업만족도,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

도 간의 경로모형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χ2=77.52 (df=48,

p<.001), χ2/df=1.61 (<3), GFI=.94（≥0.90), NFI=.96（≥

0.90), CFI=.98（≥0.90), AGFI=.91（≥0.90), RMR=.03 （≥

0.05)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경로

분석을 위해 모형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의 총 효과

는직접과간접효과로분해하였으며 bootstrapping검정을이

용하여 간접효과와 총 효과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첫째, 온라인수업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습몰입의 직접효과와 총 효과(γ=.25,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수업만족도는 직접효과(γ=.66,

p<.019), 간접효과(γ=.13, p=.006) 및 총 효과(γ=.78, p<.009)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수업의 질은 직접효과(γ=.08,

p<.532)는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γ=.63, p<.017)는 유의

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72%였다.

둘째, 온라인수업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펴보면, 수업만족도의 학습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및 총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γ=.51, p=.012), 수업의 질의 학습

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및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γ=.25, p=.039), 전체 설명력은 52%였다.

셋째, 온라인수업학업성취도의매개효과를알아보기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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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를 계산한 결과,

수업의질과수업만족도모두에서학습몰입의유의한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이상과같은방법으로검정한수업의질, 수업만족도, 학습

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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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경로모형

4.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대학생을대상으로온라인수업의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업의 질, 수업만족도, 학습몰입의

관계를규명한결과, 학습몰입은수업의질, 수업만족도와학

업성취도 간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업의학업성취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

학생학습자의내·외적요인등다양한변수들을포함한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수업의질과수업만족도를높이기위한다양

하고창의적교육방법및맞춤형콘텐츠개발을고려할필요

가 있다.

셋째, 온라인수업학습몰입을향상시키기위한학습역량강

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가 검증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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