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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   은   경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적응 향상을 위해 핵심

역량을 통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2학기에 서울 소재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75명(남85명(30.9%), 여189명(68.7%), 성별을 밝히지 않

은 기타1명(0.4%))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 비

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

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의 관계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몰입과 대학생활적응의 직접 경로와 핵심역

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간접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학습몰입과 학

습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처지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어 : 핵심역량, 학생활 응, 학습몰입, 학습만족, 비 면 수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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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다.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9년과 비교하여 -1.1% 감소했으며(한국은

행, 2021), 거리 두기 및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

다(이혜은, 이순희, 2021).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업 재직자 30%는 재택근무를 

하며(조선비즈, 2021), 2020년 상반기부터 2022

년 현재까지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변

환되었다. 그중에서 교육 현장은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영역이다. 중․고등교육기관은 

실험 연구 수업과 기타 실습 활동을 포함한 

모든 대면 수업을 취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다수 학생이 자택에서 원격

으로 공부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Rahiem, 

2020).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20)에 따르면, 

2021년 7월 26일 기준 2020년도의 대학의 원

격강좌 수는 전년 대비 2674.7% 상승하였고, 

대학의 원격강좌 수강자 수는 전년 대비 

868.0%로 증가하였다.

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

은 교육 방식 및 대인관계 영역의 대학생활

적응에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최현실, 

2021).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

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여러 요구에 학업적․

사회적․정서적으로 적응 및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내적인 적응과 그를 둘

러싼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된다(김은정, 

1992; 정명기, 2010).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업

성취, 사회적응, 심리성숙 등의 과업을 수행하

며,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한다(이경아, 

손희원, 2021).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알아본 김연정(2022)의 연구에 따르면 대

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대인관

계․정서․학과적응의 4가지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황승연(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학생활적응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보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

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박정혜 외

(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

활적응이 삶의 만족, 진로장벽, 진로결정 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은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임에 따라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생들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은 학

문적인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과제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 태도, 소

통능력 등을 활용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

재로서의 핵심역량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김현욱, 2021). 대학생

들은 대학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

고 다양한 학업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장연주, 2007). 이러한 대학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갖춘 종합적인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박레아, 2016).

Grus(2012)는 핵심역량을 업무 수행에 필요

한 통합적인 과업으로 정의했으며, 이를 교육 

및 전문성을 통하여 양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보았다. 고등교육에서 정의하

는 핵심역량이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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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태도, 기술 등을 의미한다(김현욱, 2021). 

OECD의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

수의 대학이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사고능력

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진미석, 손

유미, 주휘정, 2011).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팀워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진로 개

발 등 일곱가지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Casner-Lotto & Barrington, 2006; 이경아, 2021), 

이러한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로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동일 외, 2009; 최

정윤, 이병식, 2009). 따라서 대학생은 사회 진

출 후 자신의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맥락에 맞추어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생활동안 길러야 한다(김기홍, 이

경희, 2020). 이는 사회진출을 대비하는 것뿐

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반을 다지

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변한 대

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역량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

요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

분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추어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김지원, 2019; 

이성하, 최명숙, 정진화, 2020; 임경수, 이연주, 

2021).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에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핵심역량과 학

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박례아, 양명희, 2021; 이경아, 손희원, 

2021; 황수영, 2021). 정명기(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들과 잘하

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핵심역량의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밝혀낸바 있다. 또한, 핵심역량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숙정, 유지현, 2008; 이재명, 2009).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들이 존재하지만(박레아, 2016; 박레아, 양명

희, 2019; 정명기, 2010), 아직 코로나19 이후

의 급변한 변화 속에서 핵심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경아, 손희원, 2021; 황수영, 2021). 또한, 핵

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이경아, 손희원, 

2021; 황수영, 2021), 해당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탐색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은 일반

적인 대학생활과 차이가 있음에 따라 어떤 요

인이 해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대학생

활이 제한되며 대학생활은 대부분 온라인 수

업에 국한되어 있다(Li et al., 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학업적응 및 기술습득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 손희원, 

2021). Händel 외(2002)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준비가 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긴장감, 불안과 걱정, 그리고 사

회적․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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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은 학문적 

지식 습득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제

약을 가져왔다. Li 외(2021)의 연구에서, 비대

면 수업으로 인해 교수자 및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이 감소하고, 학습 방해요인이 증가하

였으며, 원격 수업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대

학 강의실과 같은 학습환경이 아닌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

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로 추론해 볼 때, 학생

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에서 긍정적인 정서경험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원활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정

연택, 2022).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에 완전히 몰두

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집중도, 흥미, 노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Csikszentmihalyi, 1990). 학습몰입은 학습에 대

한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며 학습 이외에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존중감, 행복

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동반된다

(Nakamura & Cikszentmihalyi, 2002). 더불어 몰

입이란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나 목표가 필요

하지 않는 내재적 보상 경험으로, 내재적 동

기 구인이라고도 한다(Cikszentmihalyi, 1975).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학습몰입은 높은 

학습만족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하고 있다(김기홍, 2019; 김은주, 2020). 또

한, 김안나와 이병식(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보고한 수업에 대한 참여 및 

몰입은 핵심역량 신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을 핵심역

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인으로 보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학습몰입 뿐만 아

니라 학습만족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가 존재한다(최헌철, 김수동, 2022). 학습만

족은 학습자가 지니는 자신의 성취 수준에 대

한 기대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이다(전선영, 2013). 

최헌철과 김수동(2022)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만족은 전반적으로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들의 학습만족이 높을수록 이와 관련된 핵심

역량 및 대학생활적응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습몰입은 학

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지혜, 이

영서, 2018), 핵심역량의 향상 또한 학습만족

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유지은, 2019; 이광훈, 최홍섭, 2017). 이외에

도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습실재감이나 

학습몰입이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들도 존재한다(송윤정, 조규판, 2015; 송윤희, 

2014).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학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어왔다. 반면, 코로나19 상황

과 같이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강제 전환되거

나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서 진행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이상미 외, 

2021).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가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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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원격수업의 영향을 탐색하는 선행 연

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단절된 대학

생활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더욱 미

비한 실정이다(이경아, 202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요인이 핵

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과 대학생

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

습몰입과 학습만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학 적응력 향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역량

핵심역량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합적인 과업으로 정의된다(진미석, 

2013). 이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

육 및 전문성을 통하여 길러지는 개인의 능

력과 자질이다(Grus, 2012; Spencer & Spencer, 

1993). 역량은 1990년대 후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정의되었

지만, 국제화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다양

성, 상호의존성, 연계성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

에게 단순 기술 습득 이상의 적응력이 요구된

다고 주장한 DeSeCo(Definition of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으로 

재정의 되었다(OECD, 2005). 이는, 지식과 인

지적인 기술만이 아닌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야만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하

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

념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은 지적인 역량, 

관계적 역량, 자율성과 같은 3개의 범주로 정

의된다(양지선, 2015; 진미석, 2012). 반면에, 

고등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은 위에서 언급된 3

가지 역량과 더불어 인지역량인 분석적 사고

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포함된다(진미석,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학업역량, 자기관리역량, 진로직업역량, 대인

관계역량, 시민역량 총 5개의 역량을 제시하

였다(Jang, 2015). 이러한 5개의 중요 역량을 

토대로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의 인재상에 맞

는 핵심역량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

고 있으며,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정보

통신역량, 글로벌역량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요인을 살핀 선행연구에

서는 핵심역량은 학교생활과 학업생활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하병학 

외, 2016), 핵심역량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대

학생활적응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정명기, 2010), 핵심역량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도역량이 대학생활적응 

증진에 중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황수영, 

2021). 결론적으로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의 대

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경아와 손희원(2021)의 연구에서 코로나 시

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통신역량

과 문제해결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

으며, 대학차원에서 이러한 역량강화 지원방

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경쟁

력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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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로나19 이후 핵심역량과 관련된 코로나 

위기가 대학생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김혜영 외(2021)의 연구에서 친밀감 형성, 사

회적 지원 제공, 상황 판단력 세 가지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역량들은 대학생활 환경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즉, 핵심역량은 다양

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

주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요인이 아

닌 상황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임을 나

타낸다.

더불어, 비대면 수업환경과 핵심역량의 관

계를 알아본 선행연구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유의미한 학습은 의사소통역량, 전공․직무역

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연구결과가 존

재한다(홍성연, 유연재, 2020). 아직까지는 비

대면 수업환경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핵심역

량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육성시키기 위해 직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핵

심역량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기업이 인재에게 실

질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며(최병삼, 2016), 대학생의 핵심

역량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

지만, 대부분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추어 진

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초점을 두고 있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지원, 2019; 이

성하, 최명숙, 정진화, 2020; 임경수, 이연주,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

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를 통

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활 응

대학생활적응은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학생

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 및 진로와 

관련 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

으며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이에 따라 경험하

게 되는 심리 환경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

하는 것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Baker

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에는 학업적 적

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애착과 같은 요소를 포함

한다고 정의하였다. 대학으로의 진학은 학생

들이 자신의 전공 선택부터  시작하여 학습전

략, 진로계획 등과 같은 학업적인 요소와 친

구 혹은 교수와의 사회적인 관계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다.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해 당황하여 일시적

인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질 수 있다(장연

주, 2008).  따라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한다

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

적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내․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

학생활적응은 학생특성, 대학특성, 환경특성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특성이 

환경에 의한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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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송진열,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 우연대

처기술, 자기정체감, 진로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 사회적지지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미, 2019; 황

혜지, 2017). 또한, 최헌철과 김수동(2022)의 연

구에서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dd 외(2021)의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인 안녕감을 위협한다고 보고하였고, 홍세훈

(202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학업 스

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아(2021)의 포스

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의 대학생들보다 학

업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였으며, 또한 대학생활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은 대학생활적응에 많

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육체적인 건

강뿐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에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Pandya & Lodha, 2021).

대학에서의 적응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적인 부적응 이외에도 대인관계 

부적응과 같은 여러 방면의 부적응을 야기하

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을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강미영, 2012). 선행연구들에

서 많은 대학생이 코로나19 환경으로 급변한 

대학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핵심역량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른 적응력 차이가 있는 만큼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역량에 따른 대학생활적

응 수준을 탐구하고, 이 관계에서 비대면 온

라인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몰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비대

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

다. 그중에서도 학습몰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한국공학한림원 인재양성위원회

(2021)에 따르면, 5점 만점인 ‘비대면 수업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교수 254명

은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

(3.99)’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생 1,668명

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집중력 문제

(3.37)’로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 원하는 수업의 수강 비율에서도 대면 수

업(53%)이 온라인 수업(5.7%)을 앞질렀다. 이처

럼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과 집중

력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몰입을 방해하는 문

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

구가 학습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

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몰입’(flow) 개념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hen, Gonyea, & Kuh, 2008; Joo et al., 

2010; Skinner & Belmont, 1993). Csikszentmiha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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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는 ‘몰입’을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심

리상태로, 몰입 상태의 사람들은 잡념을 걸러

내고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표현하

고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Csikzentmihalyi는 ‘학습몰입’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이 학습과제에 집중하여 학습

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

로, 학습몰입을 통해 개인은 탐구적인 학습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참여를 촉진하

는 심리적 상태로 제안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몰입을 통해 대학생

들은 학습 시간을 줄이고 학습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배성아, 노수림, 2014; 

최덕현 김정군, 김성희, 2007;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Hoffman & Novak, 

1996), 수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내재

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bster, 

Trevino, & Ryan, 1993). 또한, 높은 학습몰입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성아, 노수림, 2014; 배양자, 

박순희, 2019;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 2013). 

이처럼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학습관련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

으며, 대학생활적응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

더불어, 학습몰입은 역량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학업성취뿐만이 아닌 학습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박성익, 김연

경, 2006). 핵심역량은 학습몰입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김기홍, 이경희, 2020; 홍효정, 2020). 

또한, 양시윤 외(2018)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이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역량을 알아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은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와 같은 학습태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요인

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변수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몰입이 매개변수로 

갖는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남교민 외, 

2021).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본 연구결과는 존

재하지만,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

계에서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본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핵심역량이 학교생활 및 학

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하병학 외

(2016)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이 학업생활요인인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학교 및 

학업몰입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숙정

(2011)의 연구에서 학업몰입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김

기홍과 이경희(2020)는 학습몰입이 대학생의 

학업활동, 진로발달,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핵심역량 발달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학습몰입이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몰입’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이후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몰입이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들이 진행

되었지만, 아직까진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황

선희, 박매란,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

반하여 학습몰입이 개인의 성취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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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서의 연구와 적용은 온라인 수업환경을 개선

하는 데 있어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 따른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는 데 의의를 둔다.

학습만족

학습 상황에서의 만족이란 학습자들의 기대

와 실제 얻게 되는 교육에 대한 결과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자의 내적 반

응 또는 경험을 비교한 평가이다(Phillips, 1997; 

Sumaedi, Bakti, & Metasari, 2011). 이러한 만족

은 학습 환경과 학습 내용 그리고 결과에 따

라 학습자가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만족 

및 평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

에 따라 경험하는 학습 환경, 교육의 질 등에 

따라 상의한 평가 반응이 일어난다(김성국 외, 

2020).

선행연구에서 학습만족은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

다(최헌철, 김수동, 2022). 학습만족이 높은 학

생일수록 학습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학업적 정서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여 결과적

으로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한다(이종훈, 

김성환, 2015). 그와 반면에 학습만족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학습중도탈락과 같은 대

학생활적응과 반대되는 부적응적인 요인과 관

련이 있다(이종훈, 김성환, 2015). 즉, 학습만족

은 학습자의 정서적인 충족을 통해서 형성되

는 결과로 학습성과를 측정하고 대학생활적응 

측정을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최부기, 전

주성, 2011; 최헌철, 김수동, 2022).

한편, 학습만족이 학습자가 지각하는 긍정

적 정서적 만족도를 의미한다면 핵심역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나, 학

습만족과 핵심역량 간의 직접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업만

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과 핵심역량과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조

미경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업성취

도로 나타났다. 학습만족은 학습성과를 측정

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핵심역량에

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창의성, 가치관 및 

태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유현숙 외, 2002). 

또한, 최헌철과 김수동(2022)의 연구에서 재학

생교육만족도는 핵심역량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은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관계를 확인

한 연구(박성익, 김연경, 2006)를 보면, 최적의 

학습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몰입은 필

연적으로 학습만족 및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

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능동

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집중도를 발휘하게 하

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주기에,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만족이 학습자의 성공적이고 효

과적인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므

로 이러한 만족을 통해서 학습자가 얼마나 적

응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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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수준에 따라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만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

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

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대학생활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

로 핵심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

응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은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 핵심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습몰입

과 학습만족이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

생활적응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

를 통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간접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

학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을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1년 2학

기에 진행되었다. 참여 대상자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모집

한 총 300명 중 무성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설

문에 임한 25명을 제외한 275명만 최종 분석

에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85명(30.9%)과 여학생 189명(68.7%), 그리고 성

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1명(.4%)이고, 평

균 연령은 22.28세(SD=2.75)이다. 학년 분포는 

1학년 82명(29.8%), 2학년 74명(26.9%), 3학년 

56명(20.4%), 4학년 56명(20.4), 4학년 이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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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다.

측정도구

핵심역량

대학생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김현욱

과 이현민(202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공

통적인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핵심역

량을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

술, 태도 등을 상황에 맞게 종합하고 활용하

는 행동 성향으로 정의하였다(김현욱, 이현민, 

2021). 주체적 차원, 객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으로 총 13 요인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범위로 높을수

록 높은 역량을 나타낸다. 주체적 차원은 자

기이해, 진로개발, 자기개발, 자기관리의 하위 

역량의 19문항, 객체적 차원은 4 IR 기술활용, 

정보처리, 정보탐색, 문제해결, 문해력의 22문

항, 사회적 차원은 글로벌, 공감 및 소통, 시

민의식, 협동의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김현

욱과 이현민(2021)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71, 주체적 차원 .841~.877, 객체

적 차원 .819~.895, 사회적 차원 .840~.894 였

고, 본 연구에서는 .925, 주체적 차원 .844, 객

체적 차원 .870, 사회적 차원 .792였다.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을 파악하

기 위해, 황바른(2021)이 강순정, 이동철과 김

형길(2008), 석임복과 강이철(2007), Agrwal과 

Karahanna(2000), Saade와 Bahli(2005)를 참고하여 

만든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몰입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몰입하는 정도

를 측정했다. 총 7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7문항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범위

로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학습몰입을 나타낸

다. 황바른(2021)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892였고, 본 연구에서는 .831이였다.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만족을 조사하기 위해 유민우(2021)와 주영주 

외(2008)가 개발한 사이버대학에서의 강좌평가

를 위한 측정도구를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9문항 단일요

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9문항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

다)의 범위로 높을수록 높은 만족 수준을 나

타낸다. 유민우(202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68였고, 본 연구에서는 .852 

였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Baker

와 Sirky(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검

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번안하

고, 황혜지(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검사는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

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록 총점이 높게 나타난다. 황혜지(2021)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3으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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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

학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2학기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학과연

구심의위원회(DRC)의 사전 승인받은 후 진행

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300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 전에 연구

주제와 목적 및 필요성, 수집되는 정보에 대

한 비밀 보장, 그리고 연구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작용 및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자유로운 참여와 중도탈락이 

보장되었으며,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연

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방법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필요한 모든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 후, 기술통계 분석과 변

인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의 상

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SPSS 

PROCESS macro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

는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가설

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2)가 제

안한 순차적 중다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

다.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이란 연속적인 연결

로 매개변인이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였다.

넷째,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Hayes(2012)의 분석절차를 따랐다. SPSS 25.0 프

로그램인 PROCESS macro에서 경로모형 검증

과 함께 구현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모형에서 나타나는 모든 간접효과 (핵심역량 

→ 학습몰입 →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 

학습만족 →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 학습

몰입 → 학습만족 →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25.0 프

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관련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정규

분포 기준에 적합한 왜도±2, 첨도±7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의 평균값은 중앙치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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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1 2 3 4

1. 핵심역량 16.48(1.84) -

2. 비대면 학습몰입 2.62(.80) .314** -

3. 비대면 학습만족 3.47(.61)) .423** .629** -

4. 대학생활적응 16.58(2.58) .509** .338** .517** -

첨도 .256 .157 -.127 .024

왜도 .456 -.325 .245 .119

주. N = 275. **p<.01. 

표 1. 척도의 하 요인별 평균, 표 편차  하 요인 간 상호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자료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

습몰입(r = .314, p<0.01), 비대면 수업환경에

서의 학습만족(r = .423, p<0.01), 대학생활적

응(r = .509,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은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의 학습만족(r = .629, p<0.01), 대학생활

적응(r = .338, p<0.01)과 정적인 상관을, 그리

고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은 대학생

활적응(r = .517,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

였다.

연구모형 분석

핵심역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학습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핵심역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

입,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대학생

활적응 간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2)가 제안한 절차대로 중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의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73) = 

95.696,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275, p<.001), 이는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 학습몰입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F(1,273) = 95.696,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9.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대

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에 대한 핵심역량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73, p<.001). 이

는 핵심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 학습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에 대한 비

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핵심역량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72) = 

112.087,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45.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만족에 대한 학습

몰입(B = .540, p<.001), 핵심역량(B = .057, 

p<.001)의 영향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는 핵심역량 수준과 학습몰입 수준이 높을수

록 학습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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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CI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ower Upper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275 .028 9.782*** .220 .331

F(1,273)=95.696, p<.001, R
2=.260

비대면 학습몰입 핵심역량 .073 .013 5.466*** .047 .100

F(1,273)=29.881, p<.001, R2=.099

비대면 학습만족 핵심역량 .057 .011 5.283*** .036 .078

 비대면 학습몰입 .540 .046 11.641*** .449 .632

F(2,272)=112.087, p<.001, R2=.452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191 .029 6.651*** .135 .248

 비대면 학습몰입 -.019 .144 -.134 -.303 .264

 비대면 학습만족 .880 .154 5.730*** .578 1.183

F(3,271)=53.223, p<.001, R
2=.371

주. N = 275. ***p <.001.

표 2. 변인 별 경로

그림 2. 연구모형  경로계수

주. N = 275. ***p < .001.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이다.

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271) = 

53.223,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B = .191, p<.001)과 학습만족(B = 

.880,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학습몰입(B = -.019, ns)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핵심역량 수준과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의 학습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

응 수준은 높지만,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

입과 학습만족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핵

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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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athway B SE t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of핵심역량 → 대학생활적응 .275 .028 9.782*** .220 .331

Direct effect of 핵심역량 → 대학생활적응 .191 .029 6.651*** .135 .248

Indirect Effect B SE
95% CI

Lower Upper

Total indirect effect .084 .018 .050 .120

핵심역량 → 비대면 학습몰입 → 대학생활적응 -.001 .010 -.023 .018

핵심역량 → 비대면 학습만족 → 대학생활적응 .05 .014 .026 .079

핵심역량 → 비대면 학습몰입 → 

비대면 학습만족 → 대학생활적응
.035 .011 .016 .057

주. N = 275. ***p < .001.

표 3. 직․간 효과

습몰입과 학습만족을 투입하였을 때 핵심역량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분매개 모형

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 = .275, 

p<.001; B = .191, p<.001)이를 보다 가시적으

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

만족의 매개효과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비

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이는,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반복적

으로 추출하는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

었다.

먼저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

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91, 

p<.001), 핵심역량이 비대면 학습만족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 경로(B = .05, 

95% CI [.026, .079])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학습만족 수준이 높아져서 대학생

활적응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와 반면에 핵심역량이 비대면 학습몰입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1, 95% CI 

[-.0123, .018]).

하지만 핵심역량이 비대면 학습몰입과 비대

면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B = .035, 95% CI [.016, .057]). 

이러한 결과는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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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비대면 학습몰입은 단독으로 매개역

할을 하지 않지만, 학습만족을 통해서 대학생

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 

학습몰입 수준이 높고, 비대면 학습몰입이 높

을수록 비대면 학습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이

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변한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생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을 통해 대학생활적

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2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지

속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생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을 위해 참여자 275명의 응답을 사용하였

다. 주요 분석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

럽게 변한 대학환경에서도 높은 핵심역량 수

준을 가진 학생들이 더욱 적응적으로 대처하

여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이경아와 손

희원(202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핵심역량이 사회진출 뿐만이 아니라 대

학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맞

닥뜨렸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다만,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은 대학에

서 새로운 각광받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핵심역량기반 교육 도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백승수, 2020). 하지만 

핵심역량은 안정적인 요인이 아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밝혀진 바가 있음에 따라(이애

화, 최명숙, 2014), 대학은 핵심역량을 인재상

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핵심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

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

는 실질적인 교육방안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이

제까지 핵심역량은 결과 변인으로서 측정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김지원, 

2019; 이연주, 임경수, 2021), 앞으로는 선행변

인 혹은 조절변인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

하여 어떤 맥락에서 학생들 간의 차이점이 발

생하는지 탐구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높은 학습몰입을 경험할수록 학습만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적의 학습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집중상태의 몰입은 학습만족과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성익, 김연경, 

2006; 임종미 외, 2021)의 주장을 지지한다. 비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환경은 환경적인 측면

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제

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에 대면 수업과는 

다른 환경이 주어진다(박상훈, 한송이, 2020).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학습활동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고 학습몰입을 

경험한다면, 학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수자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

야하며, 보다 질 좋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녹화강의 보다는 실시간 원격수

업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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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학

습몰입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수업이 원활하

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

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노수림, 배성아, 

2014; 이숙정, 2011). 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의 학습몰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을 직접적

으로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코

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활이 제한적인 상황에

서 살펴본 연구이기에 이러한 환경적인 차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환경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 감소되고, 강의실과 같은 학습장소가 

아닌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대학생들의 몰입 수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과 같은 다차

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Baker & Siryk, 

1984).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업적 적

응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경우 정확히 측정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유

의미한 영향관계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분석된 대상자들은 코로나 

신입생이라고 불리는 1학년과 2학년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아직까지 학습몰입을 경험하

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서 또한 

낮은 수준을 보였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경험하는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하며, 후속 연구

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단일 요인으로 보기보

다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제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환경으로

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인 공간

을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과 몰

입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김남일, 

2020), 핵심역량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학습몰

입과 학습만족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적이

라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바

탕이 되는 핵심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비

대면 학습몰입이 높고(김기홍, 2019; 홍효정, 

2020), 비대면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비대면 학

습만족이 높아져 더욱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흐름을 보인

다(김기홍, 2019; 김신향, 백민자, 김경화, 2021; 

신재한, 정혜윤, 2015; 임종미, 홍효정 2020). 

구체적으로 수업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학업 

적응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이경아, 손희원, 2021), 핵심역량 수준에 따

른 차이는 학생들이 학습몰입과 학습만족 같

은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학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게 수업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학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풀려감

에 따라 대면수업을 재개하였다(KBS NEWS, 

2022).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

다. 따라서 대학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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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꼽아져왔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제

한된 소통(주영진 외, 2020), 학생들의 학습만

족을 저해하는 녹화강의(김보영, 2020), 그리고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한 장소 확보(이승현, 

함승환, 2021)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환경에서도 대면 수업과 

같은 몰입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비대면 수업에서 원하는 바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핵

심역량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학습몰입과 학

습만족이 다를 수 있음에 따라, 대학에서는 

핵심역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

심역량 수준을 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

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미치는 영향에 순차적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는 학문적 시사점을 제

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도

권 소재의 한 대학에서 나온 자료로 나온 결

과임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과 다

른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일반화 하

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강의방식이 녹화 강의와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의 학생들의 학습몰입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에 됨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강의방

식을 분석하고 강의방식에 따라 학습몰입 수

준의 차이와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그리고 대학

에 대한 애착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포

함되어 있다(Baker & Siryk, 1984). 하지만 본 

연구는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수업환

경에서의 인지적․정서적 경험이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을 단일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경험이 대학생

활적응의 어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적인 연구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학년 및 전공에 따라 비대

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으로 종단 및 질적 연구

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와 의미를 살펴보는 심

층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대학, 교육자 그리

고 학생 모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적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교육 환

경 변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

차적으로 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임철일 외, 2020).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22년 현재 다양한 교

육 인프라가 만들어지며 안정적인 교육 여건

으로 개선되었다(임지은, 양혜리, 2021).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해결책이

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개선

된 교육 방식과 새로운 환경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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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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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Remote Lear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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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college students attending Y University in Seoul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Incomplete 

and otherwise unacceptable response sets were excluded such that responses from 275 students (85 male, 

30.9%; 189 female, 68.7%; 1 prefer not to respond, 0.4%)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that learning flow was not correlated with college adjustment, 

and that learning flow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 importance of core competencies and the mechanisms between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the remote learning environments, which have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interventions to help college students adapt to college life.

Key words : Core Competencies, College Adjustment,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Remote Lear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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