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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paper is purposed to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professor image, 

academic achievement in cosmetology majoring college students, and to find the effective 

education methods of them. The research methods are survey with 400 persons & 

statistics analysis such as frequency, facto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14. The 

results are as belows; 1. Learning styles are divided by shirker, participate, ① ② ③ 

stand-alone, dependent, cooperative, competitive, and professor images are ④ ⑤ ⑥ 

divided by professor ability, professor relationship. 2. There is a relationship in ① ② 

learning styles and professor images. Especially cooperative, participate, dependent valued 

professor ability, shirker devalued it and cooperative, stand-alone, dependent, competitive 

valued professor relationship, shirker devalued it. 3. There is a relationship on learning 

styl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participate, stand-alone, dependent achieve in high 

glades and shirker, cooperative low ones. 4. There is a no valid relationship with professor 

images and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5. The conclusion are; there are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professor image, academic achievement in cosmetology 

majoring college students. So shirker need endless motive giving program, participate 

personal record management system, dependent creative motivating program, participate 

class attractive factors, stand-alone learner center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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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I. I. I. I. 

    년 미용과가 영동전문대학과 동주여자전문대 1991

학에 개설된 이후 년 현재 대학의 미용관련 , 2012 , 

학과는 년 현재 전문대 개 년제 개 대2008 99 , 4 30 , 

학원 석사과정 개 박사과정 개32 , 7 1)에 달하게 되었

으며 전문대학교의 실기교사자격증 대학교의 급 , , 2

정교사 자격증 등 미용교육 전문 인력도 계속해서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용학 분야에는 대학. 

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미흡하다 지금까지는 미용이 학문으로의 입지를 . 

다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탄탄한 이론 기, , 

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 신

경을 쓸 때이다. 

대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2) 학생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의 장인 학교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와 취향 그리고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대학

을 재편하는 반응 대학교‘ (the Response 

만들기의 경향도 있다University)' 3) 그러므로 학생. 

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미용학과 교

육학의 연계 연구는 무척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개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보나 지  

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이를 학습자의 학습양식, 

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양식으로 인하여 . 

학교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성공적인 학습, 

자가 되기도 한다4) 그러므로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 

렇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을 시키는 주체인 교수도 중요하다 교  . 

수들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학생들이 교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다면 교수가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되어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 이미지를 인지하는 방식은 학습자 개  

인의 학습양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교수 이미지를 인지하는 학습

군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교수방법을 사용한

다면 이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양식과 교수이미지의 관계 학습양  , 

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 

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학습양식 군의 학생들

이 교수이미지와 학업성취도가 좋고 나쁜지 교수 , , 

이미지가 좋으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좋아지는 

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

면 이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학습양식 교수 이미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 , 

관한 연구는 조인진5) 김은정, 6) 박진희, 7) 등이 교육 

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였고, 미용학 분야에서는 성

격검사를 이용하여 미용학과 학생의 성격유형(MBTI)

과 진로선택의 관계연구8)와 미용전공과 다른 전공계

열 대학생들의 학습양식 교수방법선호 교수이미지, , 

의 차이에 관한 연구9) 등은 있었으나 미용계열 대학 

생들의 합리적 교육방법을 찾기 위해 학습양식 교, 

수 이미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것은 ,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용계열 대학생들의 학  

습양식 교수 이미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 , 

연구를 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용계열 대학생들의 , 

교육방법 및 학업성취도 향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II. II. II. II. 

학습양식학습양식학습양식학습양식  1.   1.   1.   1. 

세기 경험주의 철학과 함께 학습자 중심의 새로  20

운 교육 흐름이 등장하여 교수자의 강의 일변적 교, 

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 왔, 

다.10) 그 노력 중 하나가 학습자의 독특한 학습양식 

에 맞추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학습양식 의 정의를 다양한 학자가   (learning style)

설명을 하였으나, Keefe11)은 학습자가 학습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하며 응답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적 특성들의 복합체라고 하였고, , 

김은정12)은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과정

에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일정한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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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띤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적 학습방법의 모, , 

습이라고 하였다 즉 학습양식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검사  

도구로는 인지 성향을 중심으로 한 Pask, Gregorc

의 학습양식 검사 정보처리 과정 중심으로 한 , 

의 학습양식검사 교수 환경 선호 중심Kolb, Felder , 

의 의 학습양식 검사가 있다Dunn, Grasha .13)

이 중    Grasha14)는 학습양식을 학습자의 사회적 

심리적으로 필요한 학습상황 및 교수자의 행동과 만

나 일으키게 되는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교실에서의 , 

학생 참여 형태에 따라 학습양식 척도를 개발하여 

학습양식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실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한 회피적  , -

참여적 유형이다 회피형 학생들은 학습에 소극적인 . 

학생들로 결석률이 높고 과제를 잘 구조화하지 못, 

하며 학습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편으로 필기식 수

업을 선호한다 참여형 학생들은 학습에 적극적인 . 

학생들로 수업에 관련된 활동에는 가능한 한 많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의 응답식 수업을 

좋아한다.

둘째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하려는 동기 정도  , 

에 따라 경쟁적 협동적 유형으로 분류한다 경쟁적- . 

인 학생들은 학습에서 다른 학습자 보다 더 잘하려

는 학습자들로 경쟁적 수업방식을 선호한다 협동적 . 

학생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그리, 

고 창의성 등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로 과제 공동해결식 

수업을 선호한다.

셋째 교사에 대한 태도에서 자유와 통제를 어느   , 

정도 바라는 가에 따라 의존적 독립적 유형으로 나-

눈다 의존적인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이 거의 없거. 

나 또 교사가 요구하는 것만을 배우려는 학습자로 

필기식 수업을 좋아한다 독립적 학생들은 혼자 힘. 

으로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들로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교사중심보다. 

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을 좋아하며 세미나식 수업

을 선호한다.15)

과 의 학습양식 검사는 학습자의 학  Dunn Grasha

습양식을 파악하여 교사가 자신의 수업 기술을 설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16)17)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는 미용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양식 교수 이미지 , 

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적절한 교

수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임창재18)의 학습양

식 책에 번안되어 있는 의 학습양식 검사 Grasha 47

문항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교수 이미지교수 이미지교수 이미지교수 이미지  2.   2.   2.   2. 

이미지 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 ’ ‘

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사, 

람이나 사물의 상표상개념 책영화그림에 그려진 , 

영상이나 묘사상화상영상’19) 이며 사물이나 사람 , ‘

의 개성과 본질이 다각적 방법을 통해 연상되고 인

식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 라고 정의, , ’ 20)할 수 있

다. 

교수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류칠  , 

선21)은 교사 이미지를 전문직으로서 교사에 대한 신

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서 개인의 생각 속에 , 

존재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 상으로 정의하였고, , 

김미경22)은 퍼스널 이미지를 퍼스널리티의 결정요인

으로 설명된 개인의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신체적 , , , 

특질이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자아로 형성되어 내재

적 가치와 외재적 행동 태도 등으로 투영되는 시각, 

적 형상이라 하였다.

또한 교사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로는 한경임 등23)이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핵심 역

량을 크게 지식 및 기술 영역과 태도 및 소양 영역

으로 나누었고 이준엽, 24) 등은 학생이 인식하는 체 

육교사의 이미지 요인을 개인특성 이미지 학습지도 , 

이미지 생활지도 이미지 인간관계 이미지의 가지, , 4

로 분석하였다. Scott25)은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요

소를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위적 요소로 설, , 

명하였다 안현경. 26)은 교수이미지를 다양한 설문항

목을 요인분석하여 교수의 지식 및 기술 영역을 측

정 할 수 있는 교수능력과 교수의 태도 및 소양 영

역을 측정할 수 있는 교수관계의 두 개 요인으로 구

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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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수이미지란 교수에 대한 정신적 표상 마음  ‘ , 

속의 그림 또는 인상으로서 교수의 지식 및 기술, , 

태도 및 소양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상의 총체 이’

라 정의할 수 있고 교수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 

교수의 지식 및 기술 영역인 교수능력과 교수의 태

도 및 소양 영역인 교수관계의 두 개 요인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안현경의 교수이미지 평  

가 문항으로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 이미지를 분10

석하도록 한다.

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학업성취도  3.   3.   3.   3. 

학업 성취 란 학교 학습의 결과로서 나타난 교육  ‘ ’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

정에 속한 교과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표준화된 일련

의 교육적 시험의 수행을 학업성취라고 말한다277). 

학업성취도의 개인차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문은식 김충희, , 28)는 대학생의 경우 학습

양식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변인가운데 하나라고 하

였고 황희숙, 29)도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의 상관이 높

다고 하였으며 최임숙, 30)도 학업성취도 수준과 학습

양식 유형의 관련성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진 정재학  , 31)은 학습자에 영향을 끼지는 

환경 변인 중에서 교수자의 교수태도 교수열정 교, , 

수자의 가르치는데 대한 혹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효능감 등은 학습자의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Wild, Enzle, 

Hawkins32)는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자의 열정과 동

기가 학습자 자신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Assor, Kaplan, Roth33)는 학습자가 교수자의 교

수태도가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목표와 관심에 연관

시키려 애쓰며 비판적인 사고를 허용하고 독립적으

로 사고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지각할 때 학습자의 , 

동기와 몰입도가 향상되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다고 하였다.

권대봉 등  34)은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 결정요인에 

교수와의 관계 교육의 질 학습지도 학업성취도평, , , 

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이희도 김경린 이명자, , , 
35)는 학업성취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교수의 지도

방법과 강의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준엽 등  36)은 체육교사의 이미지가 체육수업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습지도 이미지와 인간관, 

계 이미지가 체육수업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즉 학업성취도는 학습양식과 교수와의 관계 교수  , 

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학업성취도와 학습양식 교수 , 

이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III. III. III. III.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1.   1.   1.   1.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대학 서울 수원 오산  ( , , , 

인천 성남 의 미용계열 대학생들 총 명을 설문, ) 400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는 배제하, 

고 총 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조사 기326 . 

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12 8 27 2012 8 31

약 일간에 걸쳐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대5 . 

학의 수업시간 전과 후를 이용하여 교수 및 조교가 

직접 배포하고 검사하였다, . 

측정 도구 및 설문지 구성측정 도구 및 설문지 구성측정 도구 및 설문지 구성측정 도구 및 설문지 구성  2.   2.   2.   2.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학습양식 교수이미지, , 

학업성취도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습양식. 

이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학습 방법이다 교수이미지란 교수에 대한 정신적 . 

표상 마음속의 그림 또는 인상으로서 교수의 지식 , , 

및 기술 태도 및 소양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상, 

의 총체이다 학업성취도란 학교 학습의 결과로서 . 

나타난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

교의 교육과정에 속한 교과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표

준화된 일련의 교육적 시험의 수행을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임창재  37)의 학습

양식 책에 번안되어 있는 교수 환경 선호 중심의 검

사도구인 의 학습양식 진단도구 문항과Grasha 47 , 

안현경38)의 교수 이미지 진단도구 문항 학업성취10 , 

도 문항 총 문항을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1 58 . 

이 중 의 학습양식 진단도구 문항은 그가 Grash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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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개의 요인으로 학습양식을 구분하였는데6 , 

이것은 회피형 참여형 독립형 협동형 의존형 경, , , , , 

쟁형이다 교수이미지는 안현경의 연구. 39)와 같이 교

수능력과 교수관계의 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학2 . 

습양식과 교수 이미지는 점 척도를 사용하여 늘 4 “

그렇다 에서 항상 그렇지 않다 까지 점에서 점을 ” “ ” 4 1

배점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많이 

나타남을 표시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빈도 비. 

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하여 이하A, B+, B0, C, D

의 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5 , 

업성취도를 표시하였다.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3.   3.   3.   3.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  

을 거쳐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미용, SPSS(V.14) , 

계열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특성을 빈도

분석 하고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 검사 결과를 요, 

인분석으로 데이터 축소 및 문항간의 타당성과 신뢰

성 분석을 하고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 학습양식, , 

과 학업성취도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는 학생의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를 요인분석하여 

데이터를 축소한 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 연구 가설 연구 가설 연구 가설   4.   4.   4.   4.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 인지는 관련이 있다 1) .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있다 2) .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있다 3)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IV. IV. IV. IV.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   1.   1.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과   <Table 1>

같이 성별은 남자 여자 나이는 만 9.2%, 90.8%, 

세는 만 세는 만 18-19 46.0%, 20-21 46.0%, 

세는 만 세는 이고 학년22-23 4.6%, 24-30 3.4 % , 

은 학년은 학년은 학년은 1 46.6%, 2 38.7%, 3

학년은 학업성취도는 14.7%, 4 0.0%, A 22.1%, B+ 

이하  였다28.8%, B0 27.0%, C 14.4%, D 7.7% .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2.   2.   2.   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 검사를 요인분석

을 사용하여 설문항목의 데이터를 축소하고 각 요, 

인별 타당성과 신뢰성 검사를 하였다. 

 

학습양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에서 설문지의 학습양식 문항을 요인분  <Tabel 2>

석하여 의 학습양식 분류방법과 동일하게 Grasha 47

개 문항을 회피형 협동형 참여형 독, , , ① ② ③ ④ 

립형 의존형 경쟁형의 개 요인으로 데이터 , , 6⑤ ⑥ 

축소를 하여 구분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 

분석 요인회전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고 의 , , Grasha

학습양식 분류방법과 동일하게 개의 요인으로 분류6

하고자 고유값 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요인수를 으, 6

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번 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미만으로   28 .40 

나타났으나 한 항목이고 로 거의 에 근접, , .395 .40

하여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문항 타당성을 , 47 , 

확보하였다 이것으로 신뢰도 검사를 하였는데 모. , 

두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0.627 . 

한 KMO=.847, Bartlett's test X2=5851.893, 

로 변수 쌍들 간에 상관이 잘 (df=1081, Sig=.000)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교수 이미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2) 

에서 설문지의 교수 이미지 문항을 요  <Tabel 3>

인분석하여 개 문항을 교수의 지식 및 기술 영역10

을 측정 할 수 있는 요인과 교수의 태도 및 소양 영

역을 측정할 수 있는 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각 2 , 

교수능력 요인 교수관계 요인으로 데이터 축, ① ② 

소를 하여 구분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 

석 요인회전은 베리맥스를 사용하였고 고유값은 , ,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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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계 열                                   

인구사회학적 변인
빈도 백분률

성별

남 30 9.2

여자 296 90.8

전체 326 100.0

나이

만 세18-19 150 46.0

만 세20-21 150 46.0

만 세22-23 15 4.6

만 세24-30 11 3.4

전체 326 100.0

학년

학년1 152 46.6

학년2 126 38.7

학년3 48 14.7

학년4 0 0

전체 326 100.0

학업성취도

A 72 22.1

B+ 94 28.8

B0 88 27.0

C 47 14.4

이하D 25 7.7

전체 326 100.0

이 개의 요인 적재값이 이상으로 나타나 추  2 .510 

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820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KMO=.861, 

Bartlett's test X2 로 변=1258.472(df=45, Sig=.000)

수 쌍들 간에 상관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있다<Table 3>.

가설의 검증가설의 검증가설의 검증가설의 검증  3.   3.   3.   3.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는 관련이 있다 1) .

학습양식은 개 요인인 회피형 협동형 참여형  6 , , , 

독립형 의존형 경쟁형 교수 이미지는 개 요인인 , , , 2

교수능력 교수관계로 데이터 축소 한 항목으로 회, 

귀분석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습양식과 교수 능력요인 인지는 관련이 있  (1) 

다      .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 중 교수능력 요인과의 관  

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17.3%( R2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173) ,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가(F=11.705, p<.001), 

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별로는 교수능력요인은 협동형  (β

참여형 의존형 에서 통계=.139), ( =.274), ( =.214)β β

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회피형(+) (β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204) (-)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협동형 참여형 의존형일 수록 교수능력요인  , , 

을 높게 평가했고 회피형일 수록 교수능력요인을 , 

낮게 평가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협동형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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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learning style<Table 2>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learning style<Table 2>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learning style<Table 2>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learning style

요인
분류

설 문 항 목
성분

1 2 3 4 5 6

회피형

학점만을 위해 수업 참여N43 .773 -.107 .034 -.081 -.026 .079

교실수업 싫증남N40 .733 -.109 .095 .062 -.146 -.011

수업에 흥미 없음N42 .727 -.101 -.062 .003 -.226 .054

졸업 이상 없을 정도만 공부N44 .681 .088 -.116 -.077 -.073 -.034

교육내용 이해 않되면 포기함N41 .665 .088 -.261 -.047 -.048 -.044

학점 얻기 유이한가가 제일 관심 있음N46 .642 -.121 .051 -.023 .136 .159

교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에 앉음N45 .611 -.006 -.239 -.114 -.078 .040

학교수업에서 무언가 배우겠다는 생각 포기함N47 .575 -.082 -.359 .075 -.087 .258

교재 없는 내용은 공부 안함N9 .468 -.007 -.132 .017 -.003 .381

수업시간 중 다른 것 생각함N38 .432 .149 .097 -.055 -.031 .045

나를 지적하지 않는 교수가 좋음N39 .413 -.064 .022 .057 .068 .132

협동형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것 장려 되어야 함N16 -.012 .761 .167 -.012 -.030 -.033

과제 함께 하는 것 선호N15 -.013 .752 -.188 -.012 .042 .129

수업시간에 의견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수 있음N18 -.144 .744 .217 .165 .035 -.075

공부시 함께 어울려 하는 것 선호N17 .140 .713 -.139 -.039 .124 .135

수업 중 학습내용 토론선호N19 -.130 .659 .044 .281 .021 .124

학습내용 이해에 다른 학생 의견이 도움됨N12 .001 .514 .212 .021 .241 -.061

교실토론 시 다른 의견 듣기 선호N10 -.001 .461 .160 .247 .103 -.033

교실에서 주제 스스로 정해 토론하는 것 허용해야함N14 -.081 .447 .162 .411 .002 .005

참여형

교수 학생간 상호협동 배워야 함N20 -.151 .426 .591 .064 .070 -.233

시험 전 다른 학생들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 함N25 -.050 .152 .580 -.120 .109 .117

과제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잘하려 함N27 -.181 .014 .569 .249 .259 .063

좋은 학업성적 위해 다른 학생과 경쟁해야 함N21 .083 .003 .558 -.126 .096 .306

과제 열심히 함N35 -.199 .011 .483 .304 .381 -.194

어울림 배워야 함N13 -.080 .419 .475 -.088 .198 -.263

열심히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함N30 -.373 .243 .430 .058 .324 -.242

독립형

배울 내용 미리 생각N2 -.123 .203 -.039 .621 .149 .172

교육내용 스스로 결정N3 -.041 .022 .278 .601 .024 .072

수업내용 개인적으로 자료  음N6 -.108 .092 -.144 .585 .204 .207

예습 과제 충분히N1 -.064 .113 -.155 .582 .129 .201

수업진행에 대한 의견 있음N5 .002 .164 .411 .557 -.053 -.024

공부할 내용 지적 싫음N4 .205 .001 -.146 .513 -.238 .026

의존형

학교 수업이 유익하다고 생각 함N33 -.301 .273 .148 -.002 .606 -.021

무엇 보다 우선 숙제를 함N32 -.023 -.056 -.104 .365 .589 -.024

수업 참여 좋음N34 -.417 .259 .141 .130 .556 -.054

학교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움N37 -.318 .296 .210 .035 .484 .069

과제 즉시 끝냄N31 .049 -.045 -.007 .454 .475 -.251

강의 열심히 들음N36 -.311 -.017 .377 .167 .466 -.032

교실활동 재미 있음N29 -.417 .209 .255 .068 .466 .017

교재는 다 맞다 생각N7 .120 .002 .040 -.099 .453 .225

학습내용 결정은 교수가 해야 함N8 .218 .086 .155 -.052 .444 .060

전공 관련된 내용 다 공부하려 함N28 -.328 .068 .291 .239 .39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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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계속계속계속<Table 2> <Table 2> <Table 2> <Table 2> 

요인
분류

설 문 항 목
성분

1 2 3 4 5 6

경쟁형

경쟁해서라도 나의 의견관철N22 .124 .115 .102 .121 .065 .627

내 공부위해 다른 학생 불편 끼쳐도 됨N23 .269 .024 -.038 .128 -.026 .618

학생능력은 학업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함N11 .129 -.123 -.230 .240 .073 .550

공부 잘 했는지 알려 함N24 .025 .019 .441 -.023 -.028 .549

질문에 먼저 대답하려 함N26 -.058 .073 .189 .331 .057 .406

Eigen value 5.567 4.270 3.527 3.244 3.220 2.475

Dispersion 11.845 9.084 7.504 6.903 6.850 5.266

Cumulativeness 11.845 20.929 28.433 35.336 42.186 47.452

Cronbach's α .855 .823 .758 .713 .779 .627

KMO=.847, Bartlett's test X2=5851.893, (df=1081, Sig=.000) 

<Table 3>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professor image<Table 3>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professor image<Table 3>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professor image<Table 3>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professor image

요인
분류

설 문 항 목
성분

1 2

교수능력

교수는 전문기술을 잘 가르쳐 줌S6 .827 .051

교수는 전문지식을 잘가르쳐 줌S5 .824 .189

교수는 수업진행에 능숙함S7 .712 .182

교수는 전문 지식 및 기술 알고 있음S1 .689 .125

교수는 유명인으로 사회적 영향력 있음S2 .559 .291

교수는 호감을 주는 외모 스타일임S4 .516 .424

교수는 성실하고 사회활동에 앞장 섬S3 .510 .493

교수관계

교수는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있음S8 .156 .843

교수와 나는 유대관계가 있음S10 .098 .818

교수는 나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해 줌S9 .235 .803

Eigen value 3.274 2.619

Dispersion 32.736 26.191

Cumulativeness 32.736 58.927

Cronbach's α .838 .820

KMO=.861, Bartlett's test X2=1258.472, (df=45, Sig=.000) 

형 의존형의 학생들은 교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 

고 교수의 지도를 잘 따라오는 경향이 있으나 그, , 

렇지 않은 회피형 학생들은 교수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과의 개인적 접촉과 면담으

로 학업에 관심을 갖고 교수의 지식 및 기술을 잘 , 

받아들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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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양식과 교수 관계요인 인지는 관련이 있  (2) 

다      .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 중 교수관계 요인과의 관  

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15.0%( R2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150) ,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가(F=10.012, p<.001), 

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별로는 교수관계 요인은 협동형  (β

독립형 의존형 경쟁형=.206), ( =.167), ( =.195), (β β β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190) (+)

고 회피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 ( =-.116) (-)β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협동형 독립형 의존형 경쟁형일 수록 교수관  , , , 

계요인을 높게 평가했고 회피형일 수록 교수관계요, 

인을 낮게 평가했다 회피형은 학교와 수업에 관심. 

이 없는 학생들이므로 교수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즉 미용계열 대학생들은 교수관계 요인이 정 으  (+)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부 의 영향이 나타나, (-)

는 회피형 학생들이 교수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변

하고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생활지도 , 

<Table 4>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professor image<Table 4>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professor image<Table 4>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professor image<Table 4>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professor image

교수이미지 

요인

학습양식

요인
B 표준화계수 β 회귀상수

수정된 

R2 
F

교수능력

회피형 -.204 -.204***

-.007 .173 11.705***

협동형 .139 .139**

참여형 .272 .274***

독립형 -.084 -.084

의존형 .213 .214***

경쟁형 .010 .010

교수관계

회피형 -.117 -.116*

-.011 .150 10.012***

협동형 .208 .206***

참여형 -.092 -.091

독립형 .169 .167**

의존형 .197 .195***

경쟁형 .19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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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있다 2) .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15.1%(

R2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151) , 

분석되어 본 가설은 채택되었(F= 7.735, p<.001), 

다 이는 문은식 김충희. , 40) 황희숙, 41) 최임숙, 42) 등 

의 연구에서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가 관련이 있다

는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독립변수별로는 학습양식 요인은 회피형  (β

협동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181), ( =-.138)β

의 영향을 미치고 참여형 독립형(-) , ( =.197), (β β

의존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222), ( =.135) (+)β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회피형 협동형일 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 , 

참여형 독립형 의존형일 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독립형의 값이 로 나타. .222

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이 가장 많으며 독립형일 , 

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독립형은 혼. 

자 힘으로 공부하길 원하고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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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학습자중심 수

업방법을 좋아하므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형은 .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며 의존형은 교, 

수의 권위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학생들이므로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오는 집단이다 이들의 학업성취도. 

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업 유인요인을 계속하여 제

공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회피형은 공부에 관심  

이 없는 학생군으로 교수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학

업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적인 학업유지가 가능하도, 

록 추후지도를 해 나가야 겠다 협동형은 함께 하는 . 

데는 관심이 있으나 실재 학업성취도와는 연결이 , 

안되는 학생들로 이들이 스스로 개인 학업성취도관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있다 3) .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07%(

<Table 5>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Table 5>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Table 5>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Table 5>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도           

학생의 학습양식
B 표준화계수 β 회귀상수 수정된 R2 F

회피형 -.243 -.181**

3.607 .151 7.735***

협동형 -.180 -.138*

참여형 .260 .197**

독립형 .318 .222***

의존형 .189 .135*

경쟁형 .119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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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lationship of professor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Table 6> Relationship of professor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Table 6> Relationship of professor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Table 6> Relationship of professor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도            

학생의 학습양식  
B 표준화계수 β 회귀상수 수정된 R2 F

교수 능력요인 .057 .042
2.570 -.007 .215

교수 관계요인 .012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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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007) , 

것으로 분석되어 본 가설은 기각(F=.215, p=.807), 

되었다<Table 6>. 

이는 김현진 정재학  , 43), Wild, Enzle, Hawkins44), 

Assor, Kaplan, Roth45) 권대봉 등, 46) 김경린 이명, , 

자47) 이준엽 등, 48)의 연구에서 교수자의 태도 열정, , 

효능감 교수와의 관계 교육의 질 등이 학습자의 , , 

인지 정서 동기 몰입도 등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 , , 

으킨다는 선행연구와 같지 않았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ⅤⅤⅤⅤ

본 논문은 미용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양식 교수   , 

이미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연구를 하여 보다 효, , 

과적인 미용계열 대학생들의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양식은 회피형 협동형, , ① ② 

참여형 독립형 의존형 경쟁형의 개 , , , 6③ ④ ⑤ ⑥ 

요인으로 교수 이미지는 교수능력 교수관계, , ① ② 

의 개 요인으로 데이터 축소를 하고 성적은 2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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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점 척도로 구성하여 가지 B+, B0, C, D 5 , 3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의 관계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의 관계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의 관계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의 관계  1.   1.   1.   1.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의 관계 중 교수능력 과  ‘ ’

의 관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학습양식과 교수 이

미지에는 관계가 있었다 즉 협동형 참여형 의존형. , , 

일 수록 교수능력요인을 높게 평가했고 회피형일 , 

수록 교수능력요인을 낮게 평가했다 그러므로 일반. 

적으로 협동형 참여형 의존형의 학생들은 교수의 , ,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교수의 지도를 잘 따라오는 ,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회피형 학생들은 교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 

므로 학생들과의 개인적 면담으로 학업에 관심을 갖

고 교수의 지식 및 기술을 잘 받아들여 활용 할 수 ,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양식과 교수 이미지의 관계 중 교수관계 와  ‘ ’

의 관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학습양식과 교수 이

미지에는 관계가 있었다 즉 협동형 독립형 의존. , , 

형 경쟁형일 수록 교수관계요인을 높게 평가했고, , 

회피형일 수록 교수관계요인을 낮게 평가했다 그러. 

므로 협동형 독립형 의존형 경쟁형의 학생들은 교, , , 

수와의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교수와 유기적인 관, 

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회피형의 학생들, 

은 교수와의 관계를 낮게 평가하고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 면담과 단체 활동 등으로 

학생들과 교수와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2.   2.   2.   2.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는 관계가 있었다 이. 

는 문은식 김충희, 49) 황희숙, 50) 최임숙, 51) 등의 연구 

에서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참여형 독립형 의존형일 수록 학업성취도가   , , 

높고 회피형 협동형일 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았다, , . 

특히 독립형일 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는데 이들은 ,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을 선호하므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참여형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므로 . 

학업성취도가 높고 의존형은 교수의 권위에 의존하, 

는 수동적인 학생들이므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

로 보인다 이들은 수업에 계속하여 참여하고 따를 . , 

수 있도록 수업 유인물을 계속하여 제공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회피형은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군으로 교수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증, 

진을 통해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적인 학업유, 

지가 가능하도록 추후지도를 해야 한다 협동형은 . 

함께 하는 데는 관심이 있으나 실재 학업성취도는 , 

낮은 학생들로 이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 학업성취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3.   3.   3.   3. 

교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해 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

수 이미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 

학생들이 교수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여러 요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김현진 정재학, 52), Wild, Enzle, Hawkins 
53), Assor, Kaplan, Roth54) 권대봉 등, 55) 김경린, , 

이명자56) 이준엽 등, 57)의 선행연구도 있으므로 교수

와 학생간의 이해와 상호 협동심 존경심 등을 고취,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미용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양식 교  , 

수 이미지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용계열 대학생들. 

의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회피형은 교수능력과 교수관계 인지가 낮고 학업  

성취도도 낮으므로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주기적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실기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미용분야에서는 과외의 튜터링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교수나 선배가 학생을 따로 지도하, 

여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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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형은 교수능력요인과 교수관계 요인 점수가   

높으나 학업성취도가 좋지 못하다 함께 하는 것을 . 

좋아하나 실재 자신의 학업성취도관리가 미비한 학

생들이므로 개인 학업성취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용과 학생들. 

은 어울려서 학업을 하나 실재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동수업 시에도 학업의 

성취정도를 개인 별로 기록하여 협동하되 개인 관리

가 되는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존형은 교수능력과 교수관계 인지도 좋고 학업  , 

성취도도 좋으나 교수와 수업에만 의존하고 창의력, 

이나 독자적인 공부가 어려운 집단이므로 보다 적극

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유발시켜 자신의 학업을 증, 

진하고 나아가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 

것이 필요하다 미용은 특히 창의적 발상이 중요한 . 

분야이므로 의존형 학생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고, 

를 할 수 있도록 브레인 스토밍 등의 학습기법으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여형은 교수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학업성취도  , 

도 좋은 학생으로 교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공

부하는 집단이므로 계속해서 수업 유인요인을 제공

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적. 

극적인 학생들은 무엇을 해도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 

있도록 창의적 발상을 유도하여 수업 내의 내용만 ,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여 창의적 , 

발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독립형은 교수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학업성취도  , 

도 좋은 학생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을 좋아하, 

므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어울리는 것 보다는 높. 

은 집중력으로 혼자서 사고하고 익히고 창조하는 것

을 선호하는 학생들이므로 다양한 학업관련 사이트

나 행사 책 자료 등을 안내하여 개별학습을 증진 , , ,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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