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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on the growth
of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and student-faculty interactions in Korean universities.
Samples include 11,483 students from 29 universities. Longitudinal cohort data was collected
from 2011-2013 K-NSSE surveys. With the hierarchical nature of the data, three-level multilevel
modeling was conducted.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Gender, High School GPA, Family
Income at the student level, Year at the time level, and Location, Size, Educational Resources,
and Research Capacity at the university level.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students from the
Seoul metropolitan-area universities showed higher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compared to
students from local universities. Research capacity of the institu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of students. Educational resources and research capacity of the
institu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tudent-faculty interactions.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the greater increase in student-faculty interactions from local universities in comparis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ies.
Key words: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Student-Faculty Interact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Quasi-Longitudinal Design,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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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특성
을 탐색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 29개 대학에 재학 중인 11,483명의 학생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
지 수행된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1년 1학년이었던 학
생 코호트에 대하여 3년 동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된 종속변인의 성장 궤적을 분석하였다. 3
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제1수준에는 학생특성(성별, 고교내신 성적, 가계소득)을, 제2수
준에는 시간(연도)을, 제3수준에는 대학특성(소재지, 규모, 교육여건, 연구 경쟁력)을 포함하였다. 종
속변인의 총 변량 중 대학특성이 설명하는 부분은 6%정도로 대학생의 학습참여는 주로 개인특성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학생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특성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학 학생들보다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가 높았고, 대학
의 연구 경쟁력 수준은 재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특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연구 경쟁력 수준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2011-2013)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
생들과 비교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면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대학특성 변인
은 종속변인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교수와 상호작용, 대학 특성, 유사종단자료, 성장모형

* 교신저자: 배상훈(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07호, sbae@skku.edu)

대학 특성이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학 간(Between-Institution) 효과 분석

161

Ⅰ. 서론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학 간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제는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 떠오르고 학생 만족(student satisfaction)이 대학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신정철, 2015). 그동안 연구 성과의 창출에 중점을 두었던 대학들도 이제는 교육을 대학의
핵심 사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교육에서 비교 우위를 찾으려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도연, 2011; 변기용 외, 2015). 정부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 다
양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13a; 2013b).
학술적 차원에서도 대학의 구조적 특성과 여건이 대학생의 대학 생활 및 학생 성과(student
outcom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려는 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
표적인 것이 Astin과 Antonio(2012)의 I-E-O 모델(inputs-environment-outputs)이다. 그에 따르
면,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입학 전 경험 등은 투입(inputs) 요인으로 학생
성과(outputs)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이러한 투입 요인과 대학생의 성
과 요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대학의 환경(environment)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요인은 재학 중
인 대학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학생의 학
습과정 및 인간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교육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I-E-O 모델 외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대학효과(college effect) 이론이 제시되었고, 학
생 특성 등 투입 요인과 다양한 성과 요인을 매개하는 과정 차원의 환경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
하였다(이병식 외, 2012; 이수지, 변기용, 2015; Pascarella & Terenzini, 2005). 대표적인 사례가
Tinto(1993)의 대학생 통합모형(Student Integration Model), Pascarella(1985)의 대학생의 변화
에 대한 일반모형(General Model for Assessing Change), Weidman(1989)의 대학생 사회화 모
형(Model of Undergraduate Socialization)등이며, Kuh(2003)는 이를 다시 대학생의 ‘학습참여
(Student Engagement)’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대학효과 이론은 대학생이 겪는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변화에 있어 그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경험이 주는 영향에 주목한다. 즉, 학생들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어떠한 방식
으로 인간관계를 맺느냐가 그들의 학업 지속(Tinto, 1993), 지적 성취(Kuh, 2003; Pascarella,
1985), 진로 선택, 삶의 방식, 열망, 가치관 형성 등 사회화 성과(Weidman, 1989)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경험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와의 교류
는 대학생의 학습태도(attitudes) 및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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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인이며, Astin과 Antonio(2012)는 이를 각각 정의적, 심리적(affective/psychological) 차원
과 정의적, 행동적(affective/behavioral) 차원의 학생 성과(student outcomes)로 인식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김은경, 2005; 김은주, 2014; 배상훈, 김혜정, 2013; 최보금, 조성희, 2014), 이상의
두 요인은 다른 학생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지적 성장은 물론 정서적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환경 요인으로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두 변인의 성장(growth)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Astin과
Antonio(2012)는 학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크게 대학의 구조적, 조직적 특성과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겪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구분한다. 대학효과 이론가들은 전자를 ‘대학 간
(between-institution) 효과’, 후자는 ‘대학 내(within-institution) 효과’로 설명한다(이병식 외,
2012; 이수지, 변기용, 2015). 본 연구는 대학 간 효과 즉, 재학 중인 대학의 구조적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이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학생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자
들(Astin & Antonio, 2012; Strange & Banning, 2001)을 대학의 규모(size), 평판(reputation),
소재지(geographic region), 설립 유형(public, private-independent), 교육 여건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 연구(배상훈 외, 2014; 유현숙 외, 2012; 이병식, 최정윤, 2008; 최정윤,
이병식, 2009; Porter, 2006)와 한국 대학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특성 변인으로 대학의 규모, 소재지, 교육 여건, 그리
고 연구 경쟁력(대학 평판의 대리 변수)을 적용하였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11년 동일 대학에 입학한 학생 집단(2011년 입학 코호트)을
대상으로 학년을 따라 가면서 반복 측정하는 유사종단 설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이미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수행의 성장(performance growth)을 탐색하는
‘학교 효과’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Willms와 Raudenbush(1989)가 제안한 성장 모형
분석 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수행보다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동일 학년 집단의
평균적인 수행 수준을 종단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의 학
교효과 연구에서 적용되는 연구 설계를 고등교육의 대학효과 연구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대학특성 변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대학에 주어진 환경 및 여건(규모, 소재지)과 함
께 대학 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변인을 포함하였다. 즉 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고(전임교원 확보율),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이 대학생
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와의 교류 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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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
둘째,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소재지, 규모, 교육여건, 연구 경쟁력)은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소재지, 규모, 교육여건, 연구 경쟁력)은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추가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초기 상황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소재지, 규모, 교육여건, 연구 경쟁
력)은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추가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참여
대학생의 학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를 진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영위하면서 학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며, 어떠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과 성과를 파악하
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학생의 ‘학습참여’라는 개념으로 이론적 발달과 실증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이병식 외, 2012; 신현석 외, 2012; 유현숙 외, 2012; 최정윤, 신혜숙, 2010; Astin &
Antonio, 2012; Kuh, 2003). 학습참여는 대학생의 학습과정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구
체화된 개념으로 대학생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학습경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신현석 외, 2012; 유현숙 외, 2012; Kuh et al., 2007). 많은
선행 연구들은 학습참여가 대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임을 실증적으로 밝
혀왔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배상훈, 장환영, 2012; 배상훈, 김혜정, 2013; 유현숙, 고장
완, 임후남, 2011). 따라서 교육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는 대학이란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
적으로 학습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평가에서 적용되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교수 충
원율 같은 투입요인은 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이
실제로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 교수의
연구 업적과 같은 성과 요인은 대학 차원의 투자와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 소재지, 지역 경제
여건, 대학의 평판 등 대학이 처한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 대학생의
학습참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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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학습참여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측정 도구가 세계 각국에서 개
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CSEQ(College
Student

Experiences

Questionnaire),

영국의

NSS(National

Student

Survey),

호주의

CEQ(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의 NSSE는 대학들이 학습참
여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기준(national benchmark)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도전(academic challenge), 교수-학생 상호작용(student-faculty interaction), 지원적 대학 환
경(supportive campus climate), 능동적, 협동적 학습(active collaborative learning), 풍부한 교
육적 경험(enhanced education experience)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 한국에서는 한국교
육개발원이 수행한 한국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최정윤 외, 2007),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유현숙 외, 2012)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학부교육 실태조사(배상훈 외,
2011; 2012; 2013; 2014) 등이 학습참여 관점을 반영한 조사이다.

가.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본 연구에서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는 학생들이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토론이나 발표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등 수업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NSSE 조사와 국내 학부교육 실태조사에서도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는 대학생의 학습참여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에 따르면(고장완 외, 2011; 유현숙 외, 2011; 최정윤, 이병식, 2009), 대학생이 적
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수록 높은 인지적, 정의적 성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역
량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연구에서도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는 학습 성과를
높이고, 교우 및 교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졸업 후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Kuh et al., 2007). 특히 능동적인 학습참여는 대입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 성적을 올리는데 더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ini,
Kuh, & Klein, 2006).
많은 연구들이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가 대학 생활 및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왔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대부분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학습 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선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대한
성별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는다. 국외 다수의 선행연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1) 본 요인들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NSSE의 대학생의 학습참여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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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Finn & Cox, 1992; Kim & Sax, 2009; Marks, 2000;
Porter, 2006),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에 보다 능동적
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현숙 외, 2012; Bae & Hong, 2015). 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배상훈과 한송이(2015)가 국내 대학생
49,775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가계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교내외 근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수업에서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는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년과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관계에 대하여는 고학년이 될수록
능동적인 수업 참여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훈 외, 2013). 한편 학생의 학업 성
취 수준과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관계에 대하여는 해외에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대
부분 정적인 관계를 갖는 다고 보고하고 있다(Finn & Cox, 1992; Marks, 2000; Porter, 2006).
한편 대학의 특성이 학생들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 국내의 경우 배상훈 외(2013; 2014)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학부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지방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보다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는 Porter(2006)가 대학의 특성이 대학생의 학습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보다는 시골지역에
소재할수록, 교육형 대학일수록, 학생 당 교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사 졸업생 수의 비율 등으로 측정한 연구중심대학 정도
는 학생의 학습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ckering과
Reisser(1993)도 대학 환경이 재학생의 학습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에 따
르면, 대규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습참여가 대체로 낮았다. 이에 대하여 그들이 제
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간의 거리, 교실과 기숙사와의 거리, 사람들 간의 거리와
같은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학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에 적절한 환경이 만들
어지는 속도에 비해 학생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
을 지향할수록 재학생의 학습참여 정도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교수가 연구 활동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당하면서 교육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Pascarella 외(2004)도 교육중심대학의 학생들이 연구중심대학의 학생들보다 능동적, 협동적 학
습참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일부 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이거나, 적은 수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
적 많은 수의 학생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의 특성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횡단 자료의 분석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 특성이 종속 변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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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 효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학생이 교수와 자주 만나고, 교수가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등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Astin & Antonio, 2012; Kuh, 2003; Pascarella & Terenzini, 2005). 또한 미국의
NSSE와 같은 대규모 조사에서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이 교수와 진로, 학점, 과제 등
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자신이 산출한 과제물이나 학업 성과에 대하여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교류 활동까지 포함한다.
관련 이론과 연구들에 따르면, 교수와의 적극적인 교류는 대학생의 학습 태도와 교육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Tinto(1993)의 ‘대학생 통합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서 학문적 통합(Academic integration)을 경험하고, 대학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몰입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으로 이어진다. Pascarella(1985)의 ‘대학생 변화에 대한 일반 모
형’도 교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학생일수록, 교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학업에 대한 노
력을 많이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그들의 학습과 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 자료를 분석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는데, 교수와의 적극적이고 활발
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분석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 지적, 사회적 성취를 높이고, 학업
만족도를 높이며,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지속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유현숙 외, 2011; 최정윤, 신혜숙, 2010; 홍지인, 배상훈, 2015; Endo & Harpel, 1982; Kuh &
Hu, 2001; Tinto, 1993).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학생 특성과 대학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생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적 배경, 학업 준비도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우선 전국 수준의 대규모 학부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배상훈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교수와
의 상호작용이 많아졌다. 최정윤과 신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수와 많
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수와의 교류를 많
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유현숙 외(2011)의 연구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학년
이 저학년보다, 교수와 많이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교수-학생 상
호작용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최정윤과 신
혜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가계 소득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배상훈과 장환영(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와 상
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Kim & Sax(2009)는 미국의 소득상위 계층
학생들이 하위계층 학생들보다 교수와 수업 중 토론이나 수업 외 면담 등의 상호작용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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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수와의 관계에도 만족감이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은 학생의 학업 준비
도 또는 학업 능력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국내에서는 최정윤과 신혜숙(2010)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높았던 학생일수록 대학
에서 교수와 많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대학생을 연구한 Kuh & Hu(2001)도
학업 준비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수와 활발히 교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의 특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Pascarella(1980)는 학
생 개인 특성보다 대학에 입학해서 경험하는 대학 환경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자들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정도가 대학의 규모, 소
재지, 연구 지향성 등 대학의 구조적, 조직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최정윤, 신혜숙,
2010; Kim & Sax, 2009; Kuh & Hu, 2001). 대학의 규모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부적인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훈 외, 2013; 최정윤, 신혜숙, 2010; Pascarella, 1980; Wilson et
al., 1975). 소규모 대학의 학생들이 교수와 자주 교류하는 반면, 대규모 대학의 경우 일부 학생
만이 교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Pascarella(1980)는 대학의 물리적 규모
보다는 심리적 규모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에서 심리적 규모란 교수 문
화, 학생 지향성, 교육 지향성, 명확한 대학 목표, 비교과 활동 등과 관련이 있다. 대학의 연구
중심대학 경향은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윤
과 신혜숙(2010)은 연구중심대학보다 교육중심대학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는 것
을 밝혔으며, Kuh와 Hu(2001)은 공립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재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교수-학
생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연구중심대학의 교수들은 연구 성과와 종신
보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과의 교류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
다. 대학의 소재지도 교수와 학생의 교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보다 교수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훈 외, 2013; 최정윤, 신혜숙, 2010; 홍지인, 배상훈, 2015). 연구자들은 지
방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낮추고 학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교수들
에게 학생들과 보다 많은 교류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변기용 외, 2015).

2. 대학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대학 효과란 대학에 재학함으로써, 즉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생겨나는 변화를 의
미한다(이병식 외, 2012; Astin & Antonio, 2012; Pascarella & Terenzini, 2005). 대학생의 변화
와 발달은 지적 성장, 정서적 성숙, 역량 개발, 직업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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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도 배울 뿐
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성숙도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 효과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황을 통제할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증 연구에서 대학교육의 효과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학에 다니지 않은 학생을 비교
하는 방법과 서로 다른 유형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이병식 외, 2012).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생과 대학에
다니지 않는 집단 사이의 비교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재학 중인 대
학의 유형이나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학생 차원의 변화와 성과의 차이에 주목한다(예: 배
상훈, 장환영, 2012; 최정윤, 신혜숙,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병식 외(2012)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다른 유형의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대학 간 차이 효과)’에
주목하였다.
대학 효과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전공 지식, 학업성취 수준 등과 같은 인지적 성장, 가치관 및
시민 의식의 함양과 같은 정서적 성숙, 취업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되어 왔다.
Astin과 Antonio(2012)는 대학교육에 따른 학생 성과(Student outcomes)를 체계화하여 1) 인지
적-심리 요인, 2) 인지적-행동 요인, 3) 정의적-심리 요인, 4) 정의적-행동 요인으로 분류하였
다. 인지적-심리 요인은 전공 학점과 같은 학업 성취도, 고차적 사고 능력 등을 의미하고, 인지
적-행동 요인은 취업 및 진로 준비, 학업 지속, 노동시장 성과 등을 의미한다. 정의적-심리 요
인은 학생들이 느끼는 효능감, 만족도, 가치 등을 포함하며, 정의적-행동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
학습참여와 같은 태도와 습관 등을 포함한다.
대학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과 모형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tin과 Antonio(2012)의 투입-환경-산출 모형(I-E-O Model),
Tinto(1993)의 학업중단모형(Theory of Student Departure), Pascarella(1985)의 대학생 변화에
대한 일반 모형(General Model for Assessing Change) 등이 있다. Astin과 Antonio(2012)는
대학생이 입학 당시 가지고 있는 특성을 투입 요인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성을 환경 요인으로, 대학생의 특성과 대학에서의 경험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성과를 산출
요인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성과는 어떤 학생이 입학하여, 어
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Tinto(1993)의 이론은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학업을 유
지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 측면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대학생의
개인 특성보다는 대학에서 갖게 되는 학문적, 사회적 경험이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생은 대학에서 교수 및 교우와 학업적인 교류를 하거나 사교 활동
을 함으로써 대학에 통합(student integration)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학업 지속으로 이어
지게 된다고 하였다. Tinto가 주목한 대학 효과는 대학 차원에서 재학생이 학업적,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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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통합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한편 Pascarella(1985)는 대학 효과를 대학생의 인지적 성과에
주목하여 보았다. 대학생이 인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과 노력 뿐 아니라 대학의
특성과 환경, 대학에서 교수 및 교우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들이 상호 연계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이론 및 모형은 공통적으로 대학 교육의 효과가 학생 특성, 대학의 구조적 환
경 및 특성, 대학 내 경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대학생의 경험 요인으로서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었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는 주로 학점이나 학업 성취도, 노동시장 성과, 수업 만족도 등 인
지적-심리 요인, 인지적-행동 요인, 정의적-심리 요인에 주로 주목하였다(고장완 외, 2011, 유현
숙 외, 2011; 이병식 외, 2012). 본 연구는 대학생의 수업과 관련된 학습참여 태도 및 인간관계
경험 등 정의적-행동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학술적 의의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29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연구대상 대학은 2011년 기
준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에이스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로 추가 모집한 7개 대학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스 사업 참여 대학들은 이미 선정 과정에서
대학 소재지와 규모가 고려된 결과이며, 나머지 9개 대학도 지역별, 규모별 분포를 고려하여 추
가하였다2). 최종적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9개, 지방 20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규모별로는 중소
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10개,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19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3년(2011-2013년)에 걸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3시점 유사종단 설계(quasi-longitudinal design)3) 방식을 적용하였으
며, 이는 최근 초중등 교육에서 학교 효과를 측정하는 ‘학교수행 성장모형’에서 널리 쓰이고 있
다. 매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연구대상 대학 교수-학습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 설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고, 웹기반 설문을 수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학생 표본은 총 11,483명의 자료이다. 연도별(2011-2013년), 대학 유형별로 활용
된 표본 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2) 2013년 기준 전국 201개의 4년제 대학 중에서 지방대학은 129개(64.2%)이다(교육부, 2013a). 본 연구의
대상인 29개 대학 중에서 지방대학은 20개(68.9%)이다. 연구대상대학은 시․도별로 고르게 추출하였다.
3)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한 집단(입학 코호트)에 대하여 종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학교별로 평
균적인 수행의 성장률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연구 설계 및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최길찬, 2010)

170

교육학연구 제53권 제4호

<표 1> 대학유형별, 연도별 표본 수
소재지

규모

소계
(29개교)

구분

지방
(20개교)

수도권
(9개교)

중소규모
(10개교)

대규모
(19개교)

2011년 (1학년)

2,907

1,212

1,117

3,002

4,119

2012년 (2학년)

2,722

1,176

2,179

1,719

3,898

2013년 (3학년)

2,617

849

1,995

1,471

3,466

합계

8,246

3,237

5,291

6,192

11,483

2. 연구변인 및 설문도구
가. 종속변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특성(소재지, 규모, 교육여건, 연구 경쟁력)이 학생의 학습참여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3년(2011-2013년)에 걸쳐 성장 궤적을 추적할 학습참여 변인
(variables of interest)은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이다.
종속 변인인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학생 교류는 정의적-행동적 차원의 학생성과 변
인이며(Astin & Antonio, 2012), 다른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h et
al., 2007). 종속변인의 측정에는 배상훈과 김혜정(2012)이 제시한 대학생 학습참여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진단도구(K-NSSE)는 미국 대학들이 학부교육의 질 진단을 위해 널
리 활용하고 있는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문항을 한국 대학의 맥락에
맞게 번안하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참고: 배상훈, 김혜정, 2012).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친구
들과 협력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미국 NSSE와 같이 하
나의 학습참여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요인 신뢰도(Hancock’s H)는 .72이었다. 문항의 측정에는
4점 척도(전혀 안함=1, 매우 자주=4)4)를 적용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들이 학업,
진로 및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교수와 교류하는 정도를 말한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
로 도출되었고, 요인 신뢰도(Hancock’s H)는 .80이었다. 총 6개 문항을 4점 척도(전혀 안함=1,
4) 4점 척도는 5점 척도와 비교하여 반응범주가 적어 응답자 피로가 적고, 응답자가 중간응답을 선택해서
측정치의 분산을 방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umas, 1999). 반면, 4점 척도는 중립 응
답을 제거함으로써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분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제한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NSSE 문항은 4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K-NSEE가 미국 NSSE 문항을 타당
화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양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의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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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자주=4)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 값)는 <표 2>에 제
시되었다.

나. 독립변인
본 연구는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 변인은 시간(연도)과 대학의 특성이며, 개
인 변인은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시간은 초기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속 변인으로 구성
하였다(2011년=0, 2012년=1, 2013년=2). 개인 변인은 선행 연구를 통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고교단계 내신등급, 가계소득 수준을 적용하였다(<표 2>참고).
종속 변인에 있어 대학 간 차이(Between-Institution)를 가져오는 대학의 특성은 관련 이론
(Astin & Antonio, 2012; Pascarella, 2005)과 선행 연구(배상훈 외, 2014; 유현숙 외, 2012; 이병
식, 최정윤, 2008; 최정윤, 이병식, 2009; Porter, 2006)를 고려하여, 총 4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규모(재학생 수/1,000명), 소재지(지방=0, 수도권=1), 교육 여건 및 연구 경쟁력
을 포함하였다. 학자들에 따르면(Astin & Antonio, 2012; Strange & Bannings, 2001), 대학 규
모와 소재지는 대학의 문화 및 풍토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소재지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선호 및 평판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특성이 결국 대학생의 학습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적용하였다. 교육여건 변인
은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투자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
가에서 활용되는 전임 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장학금 수준을 적용한 복합
변인(교육 여건)을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경쟁력 변인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평
판과 관련이 있다.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기준), 전임교원 1인당 국제
학술지 논문 수(SSCI 급 논문 기준),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수주액을 포함하는 복합
변인(연구경쟁력)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복합 변인(composite variable)인 교육 여건과 연구 경
쟁력은 각 문항의 측정 단위가 백분율, 원단위 금액, 논문 편 수 등 상이하기 때문에 문항별 측
정값을 Z 값으로 표준화한 후 평균을 내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각 독립변인의 종속변인
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표 2> 문항 구성 및 내적 일관성 신뢰도
구 분
종 능동적, 협동적

설문 문항
-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토론에 참여한 정도

문항 문항
수 신뢰도
3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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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문 문항

수업참여
속
변
인

교수와 상호작용

성
개
인
특
성

독
립
변
인 대
학
특
성

별

문항 문항
수 신뢰도

- 수업 중 발표 활동 정도
- 수업 중 동료와 프로 젝트를 수행한 정도
(전혀 안함=1, 가끔=2, 자주=3, 매우 자주=4)
- 교수와 학점 및 과제물에 대하여 상의함
- 교수와 진로에 대하여 상의함
- 교수와 수업시간 이외에 토론함
- 학업성과에 대하여 교수로부터 바로 피드백을 받음
- 교수와 수업 이외의 활동을 수행함
- 교수에게 수강신청을 상의함
(전혀 안함=1, 가끔=2, 자주=3, 매우 자주=4)

6

.853

- 학생의 성별 (여성=0 남성=1)

1

-

고교
내신등급

- 고교 내신 등급 (9등급=1, 8등급=2, 7등급=3, 6등급=4, 5등급=5,
4등급=6, 3등급=7, 2등급=8, 1등급=9)

1

-

가계소득

- 월평균 가계소득 (99만원이하=1, 100~199만원=2, 200~299만원=3,
300~399만원=4, 400~499만원=5, 500~599만원=6, 600~699만원=7,
700~799만원=8)

1

-

소재지

- 대학 캠퍼스의 소재지 (지방=0. 수도권=1)

1

-

대학규모

- 재학생 규모 (단위: 1,000명)

1

-

교육여건

- 대학이 교육에 투자한 정도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장학금 조합)

3

-

- 대학의 연구 경쟁력 수준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SSCI급 논문 수,
교내 외 연구비 수주액의 조합)

3

-

연구
경쟁력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학 특성(대학 규모, 소재지, 교육투자 정도, 연구 경쟁력)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성장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
해, 대학생이 동일 대학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장하는 동안 보여준 종속 변인의 변화 궤
적(초기치 및 성장률)이 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학생이 시점(연도)이라는 상위 수준에 내포되고, 시점은 다시 대학이라는 최상위
수준에 포함된 3수준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를 선형의
회귀분석(OLS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면 종속 변인의 효과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
다(강상진, 1995). 따라서 3수준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 분
석에 앞서 자료가 상호 독립성(independence of observations) 가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을 수행하여 대학 내 분
산(σ2)과 대학 간 분산(τβ00)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Luke(2004)가 제시한 바와 같이, 종속 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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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변량(variance) 중에서 대학 간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하였다. 잔차는 평균 0, 공분산 σ2의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개인과 대학 수준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HLM 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 모형Ⅰ(평균성장모형)
모형Ⅰ은 평균성장모형5)이다. 이 모형은 제2수준에 시간 변인(2011년=0, 2012년=1, 2013년=2)을
투입한 것으로 각 대학별로 기준 시점(2011년)에서 종속 변인의 전체 평균값과 지난 3년 동안
전체 연구표본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학 유형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3년 동안 전체 연구 표본이 종속 변인에 대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각 수준의
잔차(residual error term)는 평균 0, 분산 σ2의 정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수준: 학생수준
Yitj = π0tj+eitj

eitj ∼ N(0, σ2)

2수준: 시점수준

π0tj = β00j+ β01j(연도)+ r0tj

r0tj ∼ N(0, τπ00)

3수준: 대학수준

β00j = γ000+  00j

 00j ∼ N(0, τβ00)

β01j= γ010+  01j

 01j ∼ N(0, τβ10),

Yitj : j 대학의 t 시점에 속한 i학생의 종속 변인 값
π0tj : 절편(intercept) 즉, j 대학, t 시점에서 재학생의 종속 변인 평균값

eitj : 학생 수준의 잔차
β00j : j 대학 재학생이 초기 시점에서 가지는 종속 변인 평균값
β01j : j 대학의 3년 동안 종속 변인의 변화율(change rate)

r0tj : 시점 수준의 잔차

5) 최길찬(2010)은 “같은 학생을 종단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년의 학생을 종단 측정하는 유사종단
(quasi-longitudinal design) 혹은 코호트 설계(p.163)”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수행 성장을 추정하는 통계
모형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각 학교의 기준시점과 다음시점 간 종속 변인의 평균의 차이를
추정하는 평균성장모형이며, 둘째는 두 시점 간의 성장률을 추정함에 있어 종속 변인의 초기 상태(기준
연도값)를 통제하고 두 시점 간의 학교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는 잠재변인회귀모형이다. 많은 학교효과
연구에서 이러한 성장모형(growth model)과 잠재변인회귀모형(Latent variable regression model)이 적
용되고 있다 (예: 신진아, 2011; 신혜숙, 민병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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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000 : 초기 시점(2011년 1학년 당시)에서 전체 대학 재학생의 종속 변인의 평균값
γ010 : 3년 동안 전체 대학의 추정된 평균적인 변화율 수준

 00j,  01j:

대학 수준 잔차

나. 모형Ⅱ (조건 모형)
모형Ⅱ는 기본모형(평균성장모형)에 학생 개인 및 대학의 특성을 독립 변인으로 추가한 조건모
형(conditional model)이다. 이는 학생 개인과 대학의 특성에 따라 각 종속 변인에 대하여 3년
동안의 평균적인 성장 궤적(초기 수준, 성장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개인 특
성에는 성별, 고교 내신 성적, 가계소득 수준을 포함하였고, 대학 특성에는 소재지, 규모, 교육
여건(전임교원확보율,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장학금 수준의 복합 변인), 연구 경쟁력(전
임교원 1인당 논문 수, SSCI급 논문 수, 교내외 연구비 수주액의 복합 변인)을 포함하였다.
대학의 특성이 3년 동안 종속 변인의 성장 궤적(초기 수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성별, 고교 내신, 가계 소득 등 개인 특성이 종속 변
인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 효과(fixed effects)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같은 대학에 다
니는 학생들의 경우, 종속 변인에 대한 개인 특성의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각 수준 잔
2

차(residual error term)는 평균 0, 분산 σ 를 가지는 정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수준: 학생수준
Yitj = π0tj+π1tj(성별)+π2tj(고교내신)+π3tj(가계소득)+eitj

eitj∼N(0, σ2)

2수준: 시점수준

π0tj = β00j+β01j(연도)+r0tj

r0tj∼N(0, τπ00)

π1tj = β10j
π2tj = β20j
π3tj = β30j
3수준: 대학수준

β00j = γ000+ γ001(소재지)+ γ002(규모)+ γ003(교육여건) + γ004(연구경쟁력)+  00j

 00j∼N(0, τβ00)

β01j = γ010+ γ011(소재지)+ γ012(규모)+ γ013(교육여건) + γ014(연구경쟁력)+  01j

 01j∼N(0, τβ10)

β10j = γ100
β20j = γ200
β30j = γ300
π1tj ∼ π3tj : 개인 특성이 대학별 t 시점의 종속변인 평균에 미치는 영향
β00j : 절편(intercept) 즉, 초기 시점에서 대학별 종속 변인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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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1j : 기울기(slope) 즉, 초기 시점에서 대학별 종속 변인의 평균적인 변화율
γ000 : 전체 대학의 초기 시점의 종속 변인 평균값 (지방, 중소형 대학 기준)
γ010 : 전체 대학의 종속 변인 평균적인 변화율
γ001 ∼ γ004: 대학 특성이 대학별 초기 시점의 종속변인 평균에 미치는 영향
γ011 ∼ γ014: 대학 특성이 대학별 종속 변인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다. 모형Ⅲ (잠재변인회귀모형)
모형Ⅲ은 대학별 종속 변인의 초기 수준을 통제한 잠재변인회귀모형(latent variable regression
model)이다. 종속 변인별로 2011년 초기 상태를 통제한 다음 대학별로 3년 동안 종속변인의 성
장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학별로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종속 변인의 성장률에 대한 대학 특성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6). 종속 변인의 초기치를 통제
하기 위해 3수준에 β01j(연도)를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초기 수준(γ015 × β00j)를 추가하였다.
1수준: 학생수준
Yitj = π0tj+π1tj(성별)+π2tj(고교내신)+π3tj(가계소득)+eitj

2

eitj ∼ N(0, σ )

2수준: 시점수준

π0tj = β00j+β01j(연도)+r0tj

r0tj ∼ N(0, τπ00)

π1tj = β10j
π2tj = β20j
π3tj = β30j
3수준: 대학수준

β00j = γ000+ γ001(소재지)+ γ002(규모)+ γ003(교육여건) + γ004(연구경쟁력)+  00j

 00j∼N(0, τβ00)

β01j = γ010+ γ011(소재지)+ γ012(규모)+ γ013(교육여건) + γ014(연구경쟁력)+ (γ015×β00j) +  01j  01j∼N(0, τβ10)
β10j = γ100
β20j = γ200
β30j = γ300
β00j : 종속 변인의 초기 수준을 통제한 대학별 초기 시점의 종속변인 평균값
β01j : 종속 변인의 초기 수준을 통제한 대학별 평균적인 변화율

(γ015 × β00j): 초기 시점 대학별 종속 변인 평균값을 잠재 변인으로 다시 통제한 것
γ015: 성장률에 대한 초기 수준의 회귀 계수

6) 모형 Ⅲ은 초기 연도에 종속 변인 수준이 높은 대학의 경우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천장 효과), 반
대로 초기 연도에 종속 변인 수준이 낮은 대학의 경우 이후 변화율이 높은 경향(바닥 효과)을 보정하
기 위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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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모형을 보여주는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대학 특성
대학 소재지

대학 규모

교육 여건

연구 경쟁력

초기치

능동적,협동적 학습참여

성장률

(2011년 1학년)

교수와 상호작용

(2011-2013년 3년간)

성별

고교 내신 성적

가계 소득 수준

개인 특성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는 대학생과 대학 자료가 위계적으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준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
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1.4%, 남학생이 48.6%였으며, 고교내신 등급은 주로 1-5등급 사이에
분포하여 국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특성을 보였다. 가계소득 수준은 월 200~400만원을
중심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학생의 성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고교내신 등급과 가계 소득수준은 약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교수-학생 상호작
용은 학생의 성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고교 내신등급과는 매우 약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가계소득 수준과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 다중
공선성을 우려할만한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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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생수준 기술통계

성별
고교내신
등급

가계소득

여자
남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만원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이상

빈도
5,905
5,578
1,079
2,398
3,200
2,619
1,237
346
153
50
23
527
1,659
2,584
2,352
1,651
1,039
404
1,002

표본수
%
51.4
48.6
9.7
21.6
28.8
23.6
11.1
3.1
1.4
0.5
0.2
4.7
14.8
23.0
21.0
14.7
9.3
3.6
8.9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M
SD
2.65
.68
2.65
.69
2.73
.71
2.69
.68
2.66
.67
2.61
.68
2.60
.68
2.59
.73
2.67
.76
2.59
.62
2.68
.79
2.66
.71
2.63
.70
2.62
.67
2.64
.67
2.68
.67
2.69
.70
2.71
.69
2.71
.71

교수와 상호작용
M
SD
1.83
.59
1.94
.67
1.88
.66
1.83
.61
1.90
.62
1.90
.63
1.90
.63
1.88
.68
1.95
.71
1.95
.71
1.86
.88
1.87
.63
1.84
.61
1.86
.61
1.87
.61
1.91
.65
1.96
.66
1.90
.66
1.92
.68

<표 4> 학생의 개인특성 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교수와 상호작용
성 별
고교 내신 등급
가계소득 수준

p<0.01,

1
-

2
.436***
-

3
-.004
.085***
-

4
.055***
-.030**
***
-.068
-

5
.040***
.045***
***
-.028
***
.051
-

***

p<0.001

대학 수준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었다. 대학 소재지별
집단 간 차이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지방 대학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보였으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 규모별로는 집단 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 수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
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 소재지 및 연구 경쟁력 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대학 소재지는 연구 경쟁력
과 .535의 정적 상관을 보여, 수도권 대학의 연구 경쟁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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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학수준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지방(n=20)
수도권(n=9)
중소규모(n=10)
대규모(n=19)

소재지
대학
규모
*

p<0.05,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M
SD
2.611
.156
2.717
.055
2.649
.162
2.641
.134

t
*

-2.671
.141

교수와 상호작용
M
SD
1.928
.142
1.756
.084
1.918
.118
1.851
.162

t
4.052***
1.155

***

p<0.001

<표 6> 대학 수준 변인별 상관관계
1.
2.
3.
4.
6.
7.
*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교수와 상호작용
소재지(수도권)
대학 규모
교육 여건
연구 경쟁력

1
-

2
.260
-

3
.352
-.542**
-

4
-.112
-.151
.130
-

6
.122
-.266
.308
-.100
-

7
-.082
-.572**
.535**
.055
.027
-

**

p<0.05, p<0.01
주: 소재지는 이분형 변인으로 파이 상관계수(phi coefficient)를 나타냄

2. 종속변인에 대한 대학특성의 영향
가.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다층 성장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 모형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평균성장모형을 통
하여 종속 변인에 있어서 전체 연구대상의 초기 수준(1학년 당시)과 3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을
파악할 수 있다.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변인들이 종속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회귀모형을 통
해서는 종속 변인의 초기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대학 특성에 따라 종속 변인의 3년 간 성장
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제시된 계수들은 모두 표준화된 값으로 각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7).
분석에 앞서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총 변량(variance) 중 학생, 시점, 대학 간 차
이에 기인하는 부분(proportion of variance)을 확인하기 위하여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서 약 94.2%는
7) HLM 프로그램은 별도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평균
=0, 표준편차=1)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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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차이에 비롯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는 시간(연도) 차이, 2.3% 정도가 학교 간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차이 중 약 6%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또는 대학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종속 변인으로
적용한 3수준 다층모형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모형Ⅰ
평균성장모형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평균
개인수준

대학수준

변화율
대학수준

모형Ⅱ
조건모형
계수
표준오차

절편(γ000)
남학생(γ100)
고교내신(γ200)
가계소득(γ300)
수도권(γ001)
대학규모(γ002)
교육 여건(γ003)
연구 경쟁력(γ004)

2.578***

0.030

2.492 ***
0.030
0.032**
0.023**
0.229***
-0.029
-0.043
-0.060*

0.034
0.028
0.011
0.008
0.057
0.024
0.032
0.029

절편(γ010)
수도권(γ011)
대학규모(γ012)
교육 여건(γ013)
연구 경쟁력(γ014)
초기치(γ015)

0.062***

0.018

0.083***
-0.061
0.012
0.023
-0.008

0.022
0.049
0.016
0.023
0.020

표준편차
0.661
0.127*
0.102**
0.012***

분산
0.437
0.016
0.010
0.000

표준편차
0.660
0.125***
0.063
0.019

분산
0.436
0.016
0.004
0.000

무선효과
1수준(eitj)
2수준(r0tj)
3수준(  00j)
3수준(  01j)
*
p<0.05, **p<0.01,

모형Ⅲ
잠재변인회귀모형
계수
표준오차

-0.462
-0.111
0.018
0.032
0.005
0.218
표준편차
0.660
0.125***
0.063
0.019

3.634
0.340
0.047
0.068
0.092
1.458
분산
0.436
0.016
0.004
0.000

***

p<0.001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가 향상되는지를 살펴본 평균성
장모형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1), 2011년 1학년 시기에서 연구 대상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
여는 평균값(γ000)이 2.578이었으며, 3년 동안 평균적으로 0.062의 변화율(γ010)을 보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4점 만점에서 중간 수준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하고 있었으
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수준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 및 대학 특성을 추가한 조건 모형을 분석한 결과, 학생 차원에서 고교내신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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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γ200=.032),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γ300=.023)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정도가 높았
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개인 변인을 통제하고 대학 특성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 2011년 초기 시점에서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이 지방대학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보였다(γ
001=.229).

한편 대학의 연구 경쟁력 수준은 종속 변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γ004=-.060). 즉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연구 경쟁력이 높은 대학의 재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보였다. 반면 대학의 규모나 교육 여건은 종속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p>.05).
셋째, 학생 특성을 통제하고 대학의 특성이 학생들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3),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학생들은 3년 동안 종속 변인에 있
어서 대학 특성에 기인한 추가적인 성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대학 특성 변인
은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추가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2011년
초기 시점에서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 학생에 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수준
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패턴은 3년 동안 유지되었다.
넷째, 대학별 초기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추가적인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잠재변인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4), 본 연구에 포함된 대학 특성 변인은 학생들의 능동적, 협동적 학업 참여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수준은 학생 개인의 고교내
신 성적 및 가계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개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수준에서는 수
도권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 보다 높은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보였고, 연구 경쟁력이 높은
대학에 재학할수록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정도가 낮았다. 또한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은 입
학 후 3년 동안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추가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

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총 변량(variance) 중 학생, 대학, 시점 간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
(proportion of variance)을 확인하기 위하여 ICC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약 92.5%는 학생
간 차이에 비롯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는 시간의 차이, 6.4% 정도가 대학의 차이와 관련
이 있었다. 즉, 학생이 교수와 교류하는 정도는 주로 학생의 특성에 좌우되고 있고 시간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총 변량의 6% 정도가 대학 간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교수와 상호작용을 종속 변인으로 적용한 다층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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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모형Ⅰ
평균성장모형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평균
개인수준

대학수준

변화율
대학수준

모형Ⅱ
조건모형
계수
표준오차

절편(γ000)
남학생(γ100)
고교내신(γ200)
가계소득(γ300)
수도권(γ001)
대학규모(γ002)
교육 여건(γ003)
연구 경쟁력(γ004)

1.766***

0.030

1.696***
0.134***
0.028***
0.043***
0.006
-0.012
-0.062***
-0.096***

0.026
0.023
0.008
0.006
0.046
0.023
0.015
0.026

절편(γ010)
수도권(γ011)
대학규모(γ012)
교육 여건(γ013)
연구 경쟁력(γ014)

0.108***

0.019

0.144***
-0.101*
0.006
0.028
0.028

0.023
0.041
0.017
0.020
0.013

표준편차
0.599
0.066
0.137
0.077

분산
0.358
0.004
0.019
0.006

표준편차
0.594
0.065***
0.084***
0.067***

분산
0.352
0.004
0.007
0.004

무선효과
1수준(eitj)
2수준(r0tj)
3수준(  00j)
3수준(  01j)
*
p<0.05, **p<0.01,

모형Ⅲ
잠재변인회귀모형
계수
표준오차

0.715
-0.099*
0.002
0.007
-0.005
-0.337
표준편차
0.594
0.065***
0.084***
0.067***

0.428
0.040
0.013
0.022
0.030
0.252
분산
0.352
0.004
0.007
0.004

***

p<0.001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 평균성장모형을 분석
한 결과(연구문제 1), 2011년 시점에서 종속 변인 평균값(γ000)은 1.766이었으며, 3년 동안 종속
변인의 평균적인 변화율(γ010)은 0.108이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우, 1학년 당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4점 만점 중 2.57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및 대학 특성을 추가한 조건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초기 시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γ100=.134), 고교내신 성적이 높을수록(γ200=.028), 그리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γ300=.043) 학생들이 교수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생 개인 특성을 통제
하고 대학 특성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 2011년 1학년
시점에서 교육 여건이 좋거나 연구 경쟁력이 높은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
용 수준이 낮았다(γ003=-.062, γ004=-.096). 대학 소재지나 규모는 초기 시점에서 교수-학생 상호

182

교육학연구 제53권 제4호

작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셋째, 대학생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이 3년 동안 교수-학생 상
호작용의 성장 정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3),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대학 학생보
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γ011=-.101). 즉, 지방대학 학생
들이 3년 동안 보여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증가 정도가 수도권 대학 집단보다 높았다.
넷째, 대학별 초기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추
가적인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잠재변인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4), 대학의 소재
지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γ011=-.099). 즉 수도권 대학 보
다 지방대학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장 정도가 컸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학생 개인 특성의 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교내신 성적과 가계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정도가 많았다. 대학 수준에서는 교육여건이나 연구
경쟁력이 높은 대학에 재학할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대학소재지
와 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대학 소재지는 입학 후 3년 동안 교수-학생 상
호작용의 증가에 있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수도권 대학생들보다 지방 대학생들이 3년간
보다 높은 수준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증가를 보였다.

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특성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전국의 29개 대학에 재학 중인 11,483명의 학생이
며, 3수준 다층 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학년도 1학년 집단의 자료를 3년(2011년
-2013년) 동안 분석한 결과, 연구 집단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
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성장을 보였다(연구문제 1).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될수록 능동적, 협
동적 학습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증가함을 밝힌 국내외 선행연구(배상훈 외, 2013; Kuh &
Hu, 2001)의 결과와 일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동일 시점에서 1학년과 4학년을
비교하는 횡단 분석을 수행한 것과 달리 2011학년 1학년 집단을 3년에 걸쳐 추적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간 효과(between-institution)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둘째, 학생 변인을 통제하고 대학 특성이 종속 변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
대학 소재지와 연구 경쟁력은 학생들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수준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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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과 연구 경쟁력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소재지의 면에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보다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가 높았다. 이는
Strange와 Banning(2001), Astin과 Antonio(2012)가 제시한 학생-환경 상호작용이론 및 학생성
과에 대한 투입-환경-성과(I-E-O) 모형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대학의 물
리적 위치와 재학생들의 집합적인 특성(human aggregate characteristics)은 대학의 문화와 풍
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학생의 학습참여에도 영향을 준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수도권 대학에는 고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모여 인간적 환경을 구성하고 이는 다시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추론에 불과
하며, 보다 엄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 참여관찰, 문화기술지 연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다른 독립 변인을 통제했을 때, 연구 경쟁력이 높은 대학의 학생일
수록 낮은 수준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를 보였다. 이는 교육중심 대학일수록 학생의 참여
수준이 높다고 밝힌 공희정, 이병식(2014) 및 Porter(2006)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Chickering과 Reisser(1993)은 연구중심대학에서 학습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교수들이 주로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향후 국내에서
도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과 교육 여건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최정윤과 신혜숙(2010)도 교육중심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교류가 상대
적으로 많음을 제시하였고, 배상훈과 장환영(2012)은 논문실적을 많이 요구하는 대학의 교수들
이 연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부교육 우수대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 변기용 외(2015)는 교육중심대학을 비전으
로 하는 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들이 보다 다각적으로 교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
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금 등을 적
용한 교육 여건 변인이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세 변인은 대학에서 교육자원의 투입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학효과와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주제라 하겠다.
셋째, 본 연구가 가진 학술적 가치는 종속 변인(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와 교수-학생 상호작
용)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함에 있어 대학의 특성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문제 3, 4).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학 효과 연구는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집단을
횡단적으로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시점의 자료를
축적하여 성장 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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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 변인들은 종속 변인의 성장 궤적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학술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첫째,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주로 학생
개인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종속 변인 모두 총 변량(Variances)
중에서 대학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6% 정도였다. 이는 대학생의 학습참여 및 학업성과가
대학 간 차이(Between Institution) 보다는 대학 내 학생 간 차이(Within Institution)로 설명된
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예: 공희정, 이병식, 2014; 서민원, 2003). 대학 효과 연구자
들에 따르면(이병식 외, 2012; 변기용 외, 2015; Pascarella & Terenzini, 2005; Kuh, et al.,
2005),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의 운영 및 학생 지원을 통해 학
생의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변화와 발달을 도모해야 할 교육적 책무성을 가진다. 이는 대학교
육의 성과가 학생의 배경에만 좌우되기 보다는 대학 차원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통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stin & Antonio, 2012; Kuh, 2008). 그러나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고등
교육의 책무성 관점에서, 학계, 대학교육 현장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대학 효과를 높
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둘째,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대학 특성은 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
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준과 성장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변인일수도 있다. 즉, 연구모
형에 투입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낮다는 것이며, 이는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
여, 서민원과 배성근(2012)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전임교수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교육 여건 면에서 상당히 평준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대학들이 차별화된 대학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변기용 외(2015)가
제시한 바와 같이, 양적 지표의 관리 못지않게 대학 문화 및 풍토,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
램 개발과 적용, 특성화된 학부교육 발전전략 수립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대학들이 동기유발학기, 전공 소학회 등 학습 커뮤니티, 기숙형 대학, 차별화된 캡스
톤 디자인 등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
된다(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협의회, 2013). 미국의 경우도 이른바 고효과 프로그램(High
Impact Educational Practices)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Kuh, 2008).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학생의 학습과정 및 영향 요인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공희정, 이병식, 2014). 향후 대학 간 효과(between institution)
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대학 현장과 정책 당국에서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식
에 기초한 설문조사와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추출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

대학 특성이 대학생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학 간(Between-Institution) 효과 분석

185

를 해석함에 있어 자기 기입식 조사와 양적 분석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학습참여는 동태적인 변화의 과정을 수반하며, 다양하고 질적인 인간관계와 경험의 영향을 받
는다.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 변인간의 선형 관계(linear relationship)를 주로 분석하였지만, 실제로 대학생의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대학 소재지(수도권 여부)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학 변인 간에 구조적 영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양한 대학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 속에서 대학생의 학습참여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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