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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20년도에는 COVID-19로 인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대학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개강연기와 수업일수 등에 대한 ‘대학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및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

영기준’을 제정하고(교육부, 2020a) 그 이후에는 1학기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교육부, 2020b). 그동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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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강의를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

용했던 것과는 달리, 비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행된 것이

다.

비대면 수업이 면대면 수업과 가장 다른 점은 교수자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기존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Zoom, 구글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 강의를 운영하고 또한 교

수자들이 각 시스템들의 장단점과 특징에 따라 강의, 시험, 

자료 공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및 강의 제작, 사용법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교육부에서도 대학의 비대

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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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lecture attitude on academic achievement in non-face-to-face 
lectures. Among students attending H University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1,880 stud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3 questions, and actual GPA was used to determine academic achievement. In this study, ANOVA 
and regression were utiliz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style types, the higher the avoidant learning style, the lower the independent, cooperative, and competitive types. 
Second, the higher the independent learning type, the higher the positive lecture attitude and GPA, and the higher the type of cooperative 
learning, the higher the negative lecture attitude. Third, the positive attitudes of 4th graders were higher than that of 1st graders.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in learning style between colleges. Fifth, independent/competitive learning styles and non-face-to-face 
lecture attitud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in non-face-to-face lectures. In conclusion, in order to narrow the 
academic gap, instructors must identify the type of learning style.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udents' preferences for non-face-to-face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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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지원분야에 온라인 강의 질 제고를 포함시켰다

(교육부, 2020.7.30). 이전의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에 대

한 보조의 기능을 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비대면 수업은 학

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의 수업효과성과 차이가 없이 운

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면 교육은 이미 다양한 형

태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이버 대학 외에도 

일반 대학에서 비대면 교육을 표준 교육의 일부로 통합시키

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대면교육을 전통적인 교

육의 형태로 보거나 비대면 교육을 플립트 러닝 등을 위한 보

조수단으로만 보기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교실과 교육방법의 

확장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면대면 수업과 온라

인 수업간의 효과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재우, 2020, 

156)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생들의 특성에 의해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는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박

성열 외, 2021, 787). 비대면 수업만족도와 관련한 변인으로

는 교수실재감, 대인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주요하

게 다루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만족도에는 이 변인들이 학업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희 외, 2011, 

167; 송수연･김한경, 2020, 1121; 김한나･감성원, 2021, 

376).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업성

취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데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모

두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신정철 외, 2008, 305; 박성열 외, 2021, 786). 또한 온라

인 수업에서의 교수자 및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양가

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흥

미유발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

에 다른 학습자와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채민정･이종연, 2017, 538). 

특히 비대면 강의에서 교수자의 풍부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활용 노력이 수업방식의 변화보다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보면, 학생들은 수업방식보다는 수업의 특성에 

맞춘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송수연･김한경, 2020, 1120). 예를 들면, 비

대면 수업에 대한 요구에서 확정적 지식을 주로 다루는 공학

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과 달리 명료한 수업내용의 

구성과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남영옥, 2020, 991). 이와 같이 비대면 수업

만족도와 학습효과성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비대면 수업의 

유용성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저항감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자들의 학

습양식유형과 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부정적 태

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수업설계에서 교수자들이 고려해야할 학습자 변

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강의 확대를 위한 

학습자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급작스럽게 시행된 대학교육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양식

유형과 비대면 강의에 대한 강의태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강의

에 대응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대면 강의의 역사

비대면 강의와 유사한 교육 형태를 가상교육, 사이버교육, 

온라인교육, 웹기반교육, e러닝, U러닝, M러닝으로 볼 수 있

다(박효성, 2021, 11).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실이라는 같은 공간에 머물면

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비대면 강의는 교수자

와 학습자가 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격교육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최초의 원격교육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학이 대

학 밖에서의 교육 보급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편지를 사용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들에게 인쇄

물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즉 원격교육의 시초는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기반한 종이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

기 위한 서신 교육의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로 원격

교육은 라디오 방송이 본격화된 1930년대 초에 이르러  학습

에서 엄청난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Misanchuk, E. 

R., 1994, 5). 종이에서 시작한 원격교육은 라디오, TV 등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의 원격

교육은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각적으로나 청

각적으로 한계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통신 기

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원격교육과 전통적인 교육간의 경

계가 모호해지기는 하였으나, 원격교육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Garrison, D. R., & Shale, 

D., 1987, 7). 이와 관련해서 Keegan(1967)의 원격교육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대면교육과 구별되

는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은 학습자료 준비와 계획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학습이나 독학 프

로그램과 구별되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와 교수자는 기술적 

매체(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를 사용해서 양방향 상

호작용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를 통합하고 교과내용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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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교육과정 중 매체사용에 대한 구별에 해당한다. 

넷째,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습자는 출석하지 않는다. 교

육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가끔 모일 수는 있지만 기본

적으로 학습자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다섯째, 교육이 전통적인 구두교육보다는 산업화된 특징을 갖

는다. 여섯째, 제도교육의 민영화 현상이다(Garrison, D. R., 

& Shale, D., 1987, 7-8). 이같은 정의를 현재의 기술발전에 

따른 원격교육의 형태에 비추어보면 원격교육을 너무 좁게 

정의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추상적이라거나 또는 원격교

육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해서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Garrison, D. R., & Shale, D., 1987, 7).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격교육을 전통적인 대면교육과 구분지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근래에는 교육공학분야에서 원격교육을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원격교육이 매체중심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학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 교육과정(curriculum)의 문제, 실행의 문

제, 교사교육에 대해 주로 강조하고 있다(Jones, A., 1997, 

83). 이에 따라 교육공학 자체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과 

교육공학적 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분석할 수 있는 틀

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지

식기반을 매체로 보고 있어서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한 교수

설계와 학습과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김현진, 2020, 

633). 또한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공학에 대한 개념이 교육

과정의 실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념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공학에 대한 개념이 학

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Jones, A., 

1997, 84). 

2. 학습양식 유형에 대한 관점 및 학습양식 검사도구

학습양식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학습양식에 관련한 요소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각 요소들을 어떻

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학습양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학습양식을 소개하기 위해 학습양식에 대한 관점별로 

다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신체적 의사소

통 방식, 인지적 의사소통 방식, 심리적 특징(정서적 측면 등의 

세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양식을 정의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의 일부 또는 몇 가지를 조합해서 개인의 학습양식을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James, W. B., & Gardner, D. L., 

1995, 19).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

로는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 조합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학습양

식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 차원은 감각과 같은 지각적 상태, 

정보처리와 같은 인지적 상태, 성격특성과 같은 정의적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James, W. B., & Gardner, D. L., 1995, 20). 

학습양식을 학습과정과 관련짓는 시도에서도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즉 감각과 같은 지각적 상태는 정보처리 활동에서 

개인에게서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성향으로 보고 

있으며, 감각과 같은 지각적 상태는 학습자세 또는 학습환경으

로 보고 있다. 성격특성과 같은 정의적 상태는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하는 과정 중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차

경희 외, 2006, 58). 다음으로는 학습양식을 학습자들이 새로

운 정보에 집중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흡수하고 지속시키는 

개인적인 방법에 중점을 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집중, 처

리, 흡수, 지속과 같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학습양식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처리하고 유지하고 각각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들을 규명하게 되

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학습양식의 강점과 선호하는 종합적인 

학습양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Pashler, H. et al., 2008, 

107). 문은식･김충회(2002, 46)는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인지

적 학습양식, 정의적 학습양식, 행동적 학습양식으로 구성된 것

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지적 학습양식은 학습자

의 기억과 반성적 전략 및 메타인지 전략에 관련한 것이다. 정

의적 학습양식은 목표지향과 성취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행동

적 양식은 학업적 노력의 정도, 공부시간을 확보 및 유지하는 

지속성, 공부에 방해되는 유혹을 극복하는 행동통제를 의미한

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모두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특히 선수학습능력, 지적능력, 학습환경 등이 

비슷한 대학생의 경우 개별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양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문은식･김충회, 2002, 54). 

학습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양식 척도로 자주 사용되는 

GRSLSS (Grasha - Riechmann Student Learning Style Scales)

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여주는 학습스타일 유형에 기반해서 

개발된 도구이다. GRSLSS는 학생들과의 인터뷰, 설문자료 등

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양식 유형을 6개로 분류했다. 분류

된 6개의 유형을 독립적, 의존적, 참여적, 회피적, 협동적, 경쟁

적 학습 스타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독립형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의 특징이다. 혼

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를 경청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배우고 자신

의 학습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의존형은 지적 호기심이 

적고 필요한 것만 배우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교사와 동료를 구조와 지원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권위 있는 

지침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협동형은 자

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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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해서 교사 및 동료들과 협력하며 협업하는 것을 좋아

한다. 또한 교실을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장소로 여긴다. 경쟁형은 수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 배우는 유형이다. 성적이나 교사의 관심과 같은 

학급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을 자신이 항상 이겨야 하는 승-패 

상황으로 본다. 참여형은 수업 내용을 배우고 싶어하고 수업

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수업을 최대한 활용할 책임

감을 가지며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참여한다. 가능한 한 많은 수업 관련 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에 없는 것은 하지 않으려한다. 

회피형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습 과정 내용에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교실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수업에서 일어

나는 일에도 별관심이 없다. 위의 6가지 학습유형은 학습에 

대한 학생의 태도, 교사 또는 동료의 관점, 교실 상황에 대

한 반응의 3가지 교실차원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Riechmann, S. W. & Grasha, A. F., 1974, 214, 222). 최

보금(2006, 9-40)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독립형-의존

형, 협동적-경쟁적, 참여적-회피적 유형들이 동일 차원내에

서 각각의 학습양식으로 대립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회피형은 참여형에 비해서 불리한 학습양식으로 

나타났다(최보금, 2006, 9-40; 최윤희, 2017, 325). 즉 회

피형은 학교 수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교수학습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와의 관계에서도 회피형의 정도가 강할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3. 학습과정에서의 학업태도

학습과정은 인지나 동기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결합하는 역동적인 과

정이다. 이 같은 학교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비교, 경쟁, 

협동, 평가 등에 의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학습과

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정서들은 학습자의 인지, 동기, 행위

적 요소와 결합해서 학습과정에 적응적이거나 비적응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김민성, 2009, 75). 특히 대학만족도, 

심리적 요인, 교육과정 만족도와 같은 과정변인은 강의태도

(출석, 과제, 강의집중시간)를 매개로 해서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에는 학생들의 강의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정철 외, 2008, 

305-306).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의 효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학생 참여 이론에서는 

학생이 얼마나 의욕적인지, 학생이 학습 과정에 얼마나 많

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지와 같은 학생들이 하는 일에 

교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Astin, A. 

W., 1984, 522). 학업태도를 과제수행정도, 수업집중, 수업

분위기 흐림으로 봤을 때에도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외적 학습동기 변인들로서 특히 내재적 동기가 높

을수록 학업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학

습동기는 과제 그 자체에 대한 흥미에 의해 과제에 몰입하

는 상태여서 과제수행을 도구로 보는 동기의 상태보다 학

습행동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는 달

리 과제수행에서 어떤 동기도 가지지 않은 무동기 상태나 

활동 외적인 목표 추구를 위한 외적조절동기는 과제수행, 

수업집중 등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의 낮은 수행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조현철, 2011, 35, 41, 53). 학습상황에서

의 학업태도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제한성 때문

에 학업태도와 학습활동간의 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20년 1학기말에 대전 H대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구글폼을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홈페이지

에 본 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전체 재학생 약 8,700명중 1,880명이 

Table 1 Distribu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학년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건설환경대학 디자인계열대학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전체

1 228( 28.5) 205( 25.6) 96( 12.0) 41( 12.0) 116( 14.5) 79(  9.9) 36( 4.5) 801(42.6)

2 155( 29.8) 122( 23.5) 49(  9.4) 41(  7.9) 79( 15.2) 52( 10.0) 22( 4.2) 520(27.7)

3 80( 26.1) 94( 30.7) 34( 11.1) 14(  4.6) 46( 15.0) 34( 11.1) 4( 1.3) 306(16.3)

4 72( 28.9) 63( 25.3) 25(  10.) 19(  7.6) 31( 12.4) 37( 14.9) 2( 0.8) 249(13.2)

5 0(  0.0) 0(  0.0) 4(100.0) 0(  0.0) 0(  0.0) 0(  0.0) 0( 0.0) 4( 0.2)

전체 535( 28.5) 484( 25.7) 208( 11.1) 115(  6.1) 272( 14.5) 202( 10.7) 64( 3.4) 1,8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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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다. 참여자의 학년별, 단과대학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학습양식 유형

학습양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Grasha & Reichmann가 개

발한 학습양식 검사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GRSLSS라고

도 불리는 본 도구는 학습양식을 6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Riechmann, S. W. & Grasha, A. F., 1974). 본 연구에서는 

최보금(2006)이 번역한 문항 중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는 1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의 학습양

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기존의 도구에서 독립형-회피형, 협

동형-의존형, 경쟁형-참여형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

서는 5개의 요인으로만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은 학습유형과 

전체 분산에 대해 63.4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Table 2에

서는 질문지 내용을 반영해서 요인별로 명명하였다.  Table 2

에 의하면 참여형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

나. 강의태도

Table 3에서는 강의태도에 대한 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8개의 문항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

은 강의태도와 하위 전체 분산에 대해 66.28%의 설명력을 나

타내었다. 요인별로는 부정적 강의태도 요인이 34.20%, 긍정

적 강의태도 요인이 32.08%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강의태도 요인과 긍정적 강의태도 요인이 강의태도를 

설명하는데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통 ±.3이상일 경우 해당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하

지만(성태제, 2008, 386),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강의태도 문

항으로 24, 25, 26번을 사용하고 긍정적 강의태도문항에서는 

문항 29번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높은 27, 28, 30, 31번만

을 사용하였다.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the type of learning style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분

독립형 협동형 회피형 경쟁형 의존형

독립 3 .824 .026 -.037 -.018 .077 .687

독립 2 .818 -.018 .089 .086 .091 .694

독립 1 .795 -.008 .045 .074 .055 .642

참여 15. .716 .189 -.275 .091 .047 .635

의존 6.(역채점) .624 .069 -.300 -.171 -.148 .535

참여 13 .617 .283 -.332 .100 .090 .589

협동 8 -.058 .847 -.067 .107 -.001 .737

협동 9 -.023 .834 -.104 .063 -.047 .714

참여 14 .357 .589 -.313 .041 .129 .590

협동 7 .283 .530 .206 .035 -.072 .410

회피 17 -.144 .009 .825 -.105 .064 .716

회피 16 -.060 .085 .773 -.260 .051 .679

회피 18 -.072 -.259 .625 .097 .030 .473

경쟁 10 .007 -.036 -.008 .809 .078 .662

경쟁 11 -.069 .162 -.050 .800 -.002 .674

경쟁 12 .326 .138 -.269 .637 -.058 .607

의존 5 .013 -.086 .113 .001 .822 .696

의존 4 .131 .054 -.005 .037 .813 .682

고유값 4.532 2.258 1.763 1.661 1.205

설명분산 25.180 12.544 9.795 9.229 6.697

누적분산 25.180 37.724 47.519 56.747 63.444

문항 수 6 4 3 3 2

* 반복 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양식유형과 강의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5(2), 2022 27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the lecture attitude 
type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공통분
부정적 강의태도 긍정적 강의태도

24 .67 -.45 .66

25 .87 -.13 .77

26 .86 -.17 .76

27 -.02 .81 .66

28 -.28 .78 .69

29 -.65 .36 .55

30 -.34 .65 .54

31 -.42 .70 .67

고유값 2.74 2.57

설명분산 34.20 32.08

누적분산 34.20 66.28

문항 수 3 5

다. 학업성취도

H대학은 연구를 위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받았으

며, 이에 따라 학사지원과의 협조에 의해 참여자의 평균평점을 

제공받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습양식 유형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 의하면, 회피형 학습유형은 독립형, 협동형, 경쟁

형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존형과는 유

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 < .01). 이에 따라 회피형 

학습유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독립형, 협동형, 경쟁형의 학습유

형 정도는 낮아지고, 의존형 학습유형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실활동에 관심이 적을수록 독립형, 협동형, 경

쟁형의 학습유형 정도는 낮아지며, 지적호기심도 낮아지는 경향

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of learning style types

독립형 의존형 협동형 경쟁형 회피형

독립형 1 .19** .27** .21** -.19**

의존형 1   -.01 .04 .10**

협동형 1 .20** -.20**

경쟁형 1 -.24**

** p < .01

2. 학습양식 유형과 비대면 강의수강태도, 기대학점, 

평균평점간의 상관관계

Table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관계들 

중에서 ±.2 이상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형 성향이 높을수록 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기

대학점, 평균평점은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부정

적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협동형 성향이 높을수록 비대면 강

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낮고 부정적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경쟁형 성향이 높을수록 기대학점과 평균평점도 높게 나타났

다. 회피형 성향이 높을수록 기대학점과 실제 평균평점도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기대학

점은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면강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을

수록 기대학점은 낮게 나타났다. 기대학점과 평균평점은 .64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style type, lecture 
attitude, expected GPA, and GPA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기대학점 평균평점

독립형  .29** -.33**  .36**  .30**

의존형  .16** -.08**  .01  .02

협동형 -.26**  .22**  .09**  .05*

경쟁형  .00  .08**  .22**  .20**

회피형  .11**  .06* -.33** -.24**

긍정적 태도 1 -.59**  .23**  .19**

부정적 태도 1 -.24** -.19**

기대학점 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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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년별 비대면 강의수강태도, 기대학점, 평점 비교

Table 6에서는 학년별로 수강태도, 기대학점, 평점간의 차이

를 비교하고, Table 7에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에 의하면 4학년은 1학년보다 비대면 강의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또한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부정적 수업태도

도 낮게 나타났다. 기대학점과 평점은 1학년이 2, 3, 4 학년보

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1 학년은 대체로 비대면 강의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며, 기대학점과 실제 평점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단과대학별 학습양식 유형과 강의태도의 차이

단과대학별로 학습양식 유형과 긍정적/부정적 강의태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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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단과대학 간에는 학습양식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태도에서는 경상대학이 

건설환경조형 대학보다 긍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5).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부정적 강의태도에서는 공과대학, 정

보기술대학, 건설환경조형대학이 디자인 계열대학보다 더 높은 

부정적 강의태도를 나타내었다(p < .05).

5.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9는 학업성취도에 대해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다. 결과

를 살펴보면, 독립형 학습양식, 경쟁형 학습양식, 비대면 강의

에 대한 부정적 태도, 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의존형 

학습양식이 순차적으로 투입된 모형이 산출된다. 즉 독립형 학

습양식, 경쟁형 학습양식,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 비

대면 강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 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의존형 학습양식 5개의 변인이 투입될 경우 학업성취

도에 13%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중 독립형 학습양식은 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비대면 강의에서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는 독립형 학습양식, 경

쟁형 학습양식,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부적영향),

Table 8 ANOVA of learning style types by college

변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독립형

집단간 124.732 6 20.789 2.774

집단내 14034.957 1873 7.493

합 계 14159.689 1879

협동형

집단간 195.793 6 32.632 4.557

집단내 13411.592 1873 7.160

합 계 13607.385 1879

경쟁형

집단간 71.634 6 11.939 2.317

집단내 9650.365 1873 5.152

합 계 9721.999 1879

의존형

집단간 28.243 6 4.707 .783

집단내 11262.089 1873 6.013

합 계 11290.332 1879

회피형

집단간 30.168 6 5.028 2.490

집단내 3781.827 1873 2.019

합 계 3811.995 1879

긍정
태도

집단간 179.621 6 29.937 2.699

집단내 20773.849 1873 11.091

합 계 20953.470 1879

부정
태도

집단간 182.103 6 30.351 3.265

집단내 17413.480 1873 9.297

합 계 17595.583 1879

Table 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lecture attitude, expected GPA, and GPA

학년 사례수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기대학점 평점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801 13.52 3.06 13.50 3.06 3.40  .99 3.66 .66

2  520 13.92 3.55  9.52 3.19 3.65 1.01 3.80 .57

3  306 13.95 3.48  9.50 3.13 3.66 1.04 3.83 .53

4  249 14.52 3.41  8.78 3.11 3.85  .95 3.90 .54

5    4 10.00 4.32 10.0 3.56 3.75 1.26 3.46 .24

전체 1880 13.83 3.34  9.49 3.06 3.57 1.01 3.76 .61

Table 7 ANOVA and Scheffe's test for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lecture attitude, expected GPA, and GP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Scheffe 사후검증결과

긍정적 
수강태도

집단-간 262.67 4 65.67  5.95 .000

4>1 -1.00*집단-내 20690.80 1875 11.04

전체 20953.47 1879

부정적 
수강태도

집단-간 152.97 4 38.24  4.11 .003
1>4 .89*

2>4 .73*
집단-내 17442.62 1875 9.30

전체 17595.58 1879

기대학점

집단-간 46.90 4 11.73 11.76 .000 1<2  -.24*

1<3  -.26*

1<4  -.44*

집단-내 1869.12 1875 1.00

전체 1916.02 1879

평점평균

집단-간 15.70 4 3.93 10.88 .000 1<2  -.14*

1<3  -.17*

1<4  -.24*

집단-내 672.82 1866 .36

전체 688.51 1870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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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의존형 학습양식 순으로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학습양식유형과 수업에 대한 태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 설계에서 교수자들이 

고려해야할 학습자들의 특성과 학습자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하여 2020학년도 1학기 말에 H대

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양식유형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회피형 학습유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독립형, 

협동형, 경쟁형의 학습유형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즉 학습내

용이나 교실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을수록 수업에 능동적인 참

여나 타인의 의견 수렴 및 협동에 소극적이다. 둘째, 학습양식

유형과 수강태도, 기대학점 및 평점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형 성향이 높을수록 비대면 강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

니며, 기대학점과 평균평점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상

호작용을 선호하는 협동형의 성향이 높을수록 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낮고 부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수업 참여에 소극적인 회피형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대학점

과 평균평점은 낮게 나타났다. 독립형/의존형, 협동형/경쟁형의 

학습유형은 교수학습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로 볼 수 있

으나 이와 달리 회피형은 불리한 학습유형으로 분류된다(최윤

희, 2017, 325; 김은정, 2001, 419). 학습유형을 무지향/산출

지향/응용지향/의미지향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도 무지향

적인 학습유형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은 경향으

로 나타났다. 무지향적인 학습유형은 자료 처리 및 중요도 등

을 구분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회피형과 마찬가지로 열등한 학

습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Vittorio, V. B. et al., 2000, 1068). 

비대면 강의에서도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갖춘 인지적 몰입이 강의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송수연･김
한경, 2020, 1121), 학생들이 수업시간 동안의 학습활동에 가

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한순미, 2004, 

330, 343). 그러므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e-learning 환경의 융통성, 선택 가능성 등의 장점을 자신의 

학습과정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면 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이인숙, 2003, 46). 온라인 강좌를 많이 수강할수록 효

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Wang, C.H. et al., 

2013, 315) 회피형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에게는 강의운영 시

간과 강의참여 빈도를 늘리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가 저성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유형을 이해할 

때 정보처리 위주의 구분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무

Table 9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r GPA (N=1,880)

모형 B Beta R F R2

1
(상수) 2.337

독립형 .067 .302 .302 187.77*** .091

2

(상수) 2.068

독립형 .060 .273

경쟁형 .038 .143 .333 116.49*** .111

3

(상수) 2.460

독립형 .050 .228

경쟁형 .043 .161

부정적 수강태도 -.024 -.123 .352 88.11*** .124

4

(상수) 2.233

독립형 .049 .220

경쟁형 .043 .159

부정적 수강태도 -.016 -.082

긍정적 수강태도 .014 .075 .357 68.25*** .128

5

(상수) 2.303

독립형 .051 .229

경쟁형 .042 .159

부정적 수강태도 -.016 -.078

긍정적 수강태도 .015 .083

의존형 -.022 -.052 .361 55.85*** .13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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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한 학생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접근도 필요하다. 셋째, 비

대면 수업에 대한 수강태도를 비교해보면, 4학년은 1학년보다 

비대면 강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의 주요 비효과적인 요인을 주변환

경에 따른 집중도의 차이와 수강을 미루는 경향 등으로 인식함

에 따라 (오정숙, 2021, 579-580) 비대면 강의에 대한 저학년

들의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강의중에도 실

시간 강의의 빈도를 늘이거나 비실시간 강의를 운영할 때는 강

의 운영시간 조절 및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학습양식 유형은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김은정, 2014, 21)을 두었기 때문에 단과대학별 

차이는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둔 학

습유형 분류에 의하면 공과대학생의 직관형, 전체형, 심층형 

학습특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

정, 2014, 27). 공대계열과 인문학 계열의 비대면 강의에 대한 

태도에서는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건설환경조형대학이 디자

인 계열대학보다 부정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를 논

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 모델을 만들고 추상적 개념 다루기

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일수록 대면수업 환경을 선호하는 것

(Buerck, J. P. et al., 2003, 149; 권정희･이재경, 2002, 125)

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비대면 강의에서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에는 독립형 학습양식, 경쟁형 학습양식,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부적영향), 비대면 강의에 대한 긍정

적 태도, 의존형 학습양식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들은 학습자들

이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

이든 회피형의 학습양식유형의 성향이 높게 나타날수록 학습

에서는 불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학업격차 상황을 학습양식유형의 입장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피형의 학습유형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수업설계를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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