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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대학에서는
학습자 역량을 교육목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등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학생 핵심역량을 촉진시키는 교육적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는 교수설계 변인과 대학생 핵심역량 간의 관계와 학
습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704명의 대학생 설문결과, 교
수설계 변인, 학습참여, 대학생 핵심역량 간에는 구조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학습참여는 이 둘 사이를 부분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인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교수설계 변인 중 수업방법, 시험 및 과제, 평가가
대학생 핵심역량은 물론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참
여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는 모두 대학생 핵
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생 핵
심역량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교수설계
변인 중 수업방법, 시험 및 과제, 평가 등의 교수설계 변인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
하는 것이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대학생 핵심역량, 교수설계 변인, 학습참여, 학습자 중심 교수학
습, 매개효과

Ⅰ

. 서 론

현대사회는 테크놀로지의 급변,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확산, 사회의 다양성 증가,
그리고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OECD, 2005). 정보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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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강조
되고 있으며(Reigeluth & Carr-Chellan, 2009; Sawyer, 2006), 실제적인 복잡한 문제
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습득한 지식, 기술, 절차 등을 조직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역량(competency)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OECD, 2005; Pellegrino & Hilton, 2013).
OECD(2005)에서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를 통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주 정부들과 유니세프,
레고 등이 연합하여 조직된 21세기 역량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P21, 2009)에서는 21세기 학습자 성과들(21st century student
outcomes)을 도출해 제시하고 있고,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진행하는 21
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AT21CS, 2010)에서는 21세기 역량(21st century skills)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도출하고 있다. Young과 Champan(2010), Pellegrino와
Hilton(2013) 등의 연구자들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래 학습자들의 역량들을 제시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2002)에서 국가수준 생애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대
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대학
생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 별 진단도구 개발이나 실태 진단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
고 있다(김선연, 유호정, 2013; 노윤신, 리상섭, 2013). 이와 같이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역량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역량들은 크게 비
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역량, 창의성 및 혁신적 사
고, 글로벌 의식, 자기주도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인 내적 역량, 협동, 팀워크, 리더
십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역량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Pellegrino &
Hilton, 2013).
학습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OECD, 2005). 유럽연합과 뉴질랜드에서는 학습자들
의 역량 향상을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더하여 또 하나의 교육 결과로 보고, 국가 차
원에서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European Parliament Council, 2008; Ministry
of Education, 2007), 우리나라 대학들에서도 문제 해결자, 의사결정자, 독립적 사고자
와 같이 다양한 역량들을 대학 인재상이나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 개별 수업방법의 개선 등 여러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도
모하고 있다(박민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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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학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역량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변인들이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지원은 결국 학습자들의 역량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
구들은 교수설계와 관련한 수업 특성, 대학생활 참여, 학습자 배경, 대학 특성 등의
변인들이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안나, 이병식, 2003).
구체적으로 교수설계 변인과 관련해서는 문제해결학습, 액션러닝과 같은 교수학습 방
법과 수업 중 학습활동에의 참여 및 전반적인 수업의 질이 대학생 역량 향상에 영향
을 미치며(김안나, 이병식, 2003; 진미석, 박경현, 2014; Hipkins, 2012), 동아리나 인턴
십과 같은 교과 외 대학생활 참여(진미석, 박경현, 2014), 성별, 학년, 전공계열, 교육
에 대한 열망과 같은 학습자 배경(백평구, 2013; 이장익, 2012; 이장익, 김주후, 2012;
진미석, 박경현, 2014) 대학 소재지나 행정적 지원 여부와 같은 대학 특성요인들이(김
안나, 이병식, 2003; 진미석, 박경현, 2014) 대학생 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중 교수설계 변인은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김안나, 이병식, 2003), 이는 교수자가 학습목표에 맞추어
학습내용과 자료들을 선정하고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실생활 문제들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학습 성과로써의 핵심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Hipkins, 2012). 교수설계 변인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핵심역량
혹은 세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목표 설정, 학습내용의 선정, 교수학습방법 및 평
가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더하여(곽영순, 2012; 송해덕, 2007; 이철현, 2014), 역
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교양교과의 운영(이숙정, 이수정, 2012), 문제기반학습, 액션러닝
등의 교수학습방법 적용(강명희, 송윤희, 박성희, 2008; 강인애, 진선미, 여현숙, 2014;
장경원, 고수일, 2013), 수업 중 사고활동, 글쓰기 활동과 같은 학습참여 요인(김명숙,
고장완, 2014) 등을 통해 핵심역량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는 바, 이들 교수설계변인
들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수설계 변인들이 역량에 미치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한 변인중의 하나
로 학습참여를 꼽을 수 있다. 대학생 핵심역량을 목표로 계획된 어떠한 교육적 변인
들도 학습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의의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
다. 실제로 교수설계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이 학습참여를 매개로 학생의 역량
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김명숙, 고장완, 2014). 이는 학습목표나 학습방법의
선정 등 교수설계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학습참여를 매개로 하여 핵심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데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 요컨대 교수설계 변인은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Appleton, Christenson, Kim, &
Reschly, 2006; Marks, 2000), 학습참여는 그 자체로도 인지적 기술, 비판적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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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등의 핵심역량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Astin, 1993;
Barkley, 2010; Finn, 1989). 그러나 교수설계 변인이 학습참여를 매개로 학습자들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핵심역량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 지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수설계 요인이 학
습자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학습참여가 이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참여 세부요인 분석과,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설계 요인들에 대한 추가
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설계 변인, 학습참여, 대학생 핵심역량 변인들 간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유
의한가?
2. 교수설계 변인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참여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3. 교수설계변인과 학습참여의 하위 변인들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
인가?
3-1. 교수설계 변인들 중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3-2. 교수설계 변인들 중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3-3. 학습참여 하위요소 중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Ⅱ

.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핵심 량
역

과 교수설계

변

인

역량은 단순한 지식, 기술을 넘어서서 심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OECD,
2005), 기존에 직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뜻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성
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생애역량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
다(최상덕 외, 2011; OECD, 2005).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역량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OECD, 2005),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
하고 있으며(이철현, 2014), 더불어 학습의 성과로써 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uropean Parliament Council, 2008; Ministry of Education, 2007).
OECD(2005)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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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언어나 컴퓨터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타인과의 관련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자신의 삶을 유의미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
행동’의 3개 범주와 하위 9개 영역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P21(2009)은 21세기학습
자 성과로써 ‘삶과 직업 스킬’, ‘학습과 혁신 스킬’,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스킬’의
3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핵심적인 교과와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념화하였
다. 또한 AT21CS(2010)는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의 4개 범주와
하위 10개 영역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Young과 Chapman(2010)은 호주, 뉴질랜드, 미
국, 캐나다,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역량들을 고찰하여 6개 범주의 58개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된 고등직업교육 수준의 역량들을 도출하였는데, 이들이 도출한 역량은
기존의 직무역량에 더하여 OECD가 강조하고 있는 생애역량의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다.
Pellegrino와 Hilton(2013)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인지적 역량, 개인내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의 3개 범주와 8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
였다. 첫 번째 인지적 역량은 추론이나 기억과 관련된 역량으로써, 이는 다시 인지적
전략, 지식, 창의성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인내적 역량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이나 정서를 관리하는 역량으로써, 지적개방성, 직업윤리 및 성실성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마지막 대인관계 역량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 의견을 이
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으로써, 이는 팀워크와 협동, 리더십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OECD에서 도출한 21세기 핵심역량과 유사하게 역량들을 범주화
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이 인지적 역량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지적 역
량,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을 균형적으로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llegrion & Hilton, 2013). 본 연구에서는 Pallegrino와 Hilton(2013)이 도출한 핵심
역량을 대학생 핵심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는 앞서 여러 기관과 연구
자들이 도출하고 있는 역량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 역량, 개
인내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 등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 중 교수설계 변인들은 가장 중요한 요
인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김안나, 이병식, 2003). 교수설계란 학습자, 학습 맥락, 학습
과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적합한 평가도구, 교수전략,
수업자료를 선정 및 개발한 후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교수설계 절차를 통해 교수자는 목표 설
정, 교재와 자료의 선정,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시험 및 과제의 계획, 평가를 계획하
게 된다(Dick, Carey, & Carey, 2009).
이러한 교수설계 변인 중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변인은 교수학습 방법의 활
용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문제중심학습, 액션러닝은 학습자들의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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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기술활용력 등의 인지적 역량의 향상, 자기주도력, 시민
의식력, 진로개발능력 등의 개인내적 역량의 향상, 협동학습력, 대인관계능력 등의 대
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강명희 외, 2008; 강인애 외, 2014; 박수정, 2012; 장
경원, 고수일, 2013; Strobel & van Barneveld, 2009). 또한 실제적 과제의 제시, 스케
폴딩을 제공하는 소집단 기반 교수학습방법은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지
적 역량을 촉진할 수 있다(Kim, Sharma, Land, & Furlong, 2013). 교수학습방법이외
에도 학습목표가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핵심역량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가 보고되었다(곽영순, 2012; 허민, 이태욱, 2014). 또한 동료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동기가 향상되는 등의 개인
내적 역량이 향상되며(김민정, 2005), 자기평가를 통해서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같
은 개인내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최원, 정현호, 2010).
2. 교수설계

변

인, 학습참여, 대학생

핵심 량
역

학습참여는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반영하는 주요 요인이다(Appleton et al., 2006; Finn, 1989). 학습참여는 다 요인으로
이루어진 변인으로써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을
하고, 학습과정 중의 토론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행동적 참여
(behavioral engagement), 교수자나 동료, 학업이나 학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갖는 것을 정서적 참여(emotional engagement), 학습자들이 복잡한 내용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투자하는 인지적인 노력은 인지적 참여(cognitive engagement)
로 구분할 수 있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정, 동료 학습자, 학교 맥락 등 사회문화적
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Appleton et al., 2006; Kahu, 2013). 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Mazer, 2013), 교사의 자율성지지(박인우, 2011), 학습자의 학습동기(유지원,
2010; Skinner & Belmont, 1993) 등도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업 프로그램,
학습목표, 학습과제, 학습활동 등의 학교 맥락적 요소들은 학습참여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Appleton et al., 2006). 프로젝트중심학습이나 문제중심학습 등의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방법은 기존의 교사 중심 교수학습방법에 비하여 학습참
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Appleton et al., 2006; Marks, 2000; Zafirov, 2013). 또한 실
제적 과제(authentic task)는 학습자를 실제 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이 유의미하
게 이뤄지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으며(Marks, 2000; Newmann,
Wehlage, & Lamborn, 199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환경에서 고차적 사
고를 요하는 학습과제 또한 인지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Hare et al., 2013). 한편 박
인우(2011)는 교수전략은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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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전략과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사이에 상관이 매우
높음을 보아 교수전략 또한 학습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학습참여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지기술,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의 향상은
물론 내적 동기,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개인내적 역량, 협동이나 리더십 같은 대인관
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Astin, 1993; Barkely, 2010). 또한 인지적 참여는 종합적
및 심층적 이해와 관련한 인지적 역량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ystrand &
Gamoran, 1991). 그러나 Fredricks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적 참여는 인지적
역량 향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의 학업성취 경향이 두드러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학습전략,
메타인지 등의 인지적 참여를 강조하고, 정서적 참여나 행동적 참여는 소홀히 다뤄지
는 경향이 있어(유지원, 김보경, 강명희, 2014), 세부적인 학습참여가 학습의 결과로써
핵심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교수설계 변인과 학습자 핵심역량 간의 관계에서 학습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A 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829명 중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동일 IP 점검 등을 통해 최종 704명의 응답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에 활용한
응답자는 여자 361명(51.3%), 남자 343명(48.7%)이며, 연령은 19세 이하 14명(2.0%), 2
0～24세 544명(77.2%), 25～29세 142명(20.2%), 30세 이상 4명(0.6%), 학년별로는 1학년
188명(26.7%), 2학년 204명(29.0%), 3학년 158명(22.4%), 4학년 154명(21.9%)이었다.
2.

측

정도구

변
Dick과 그의 동료들(2009), Smith & Ragan(2005) 등이 교수설계 절차 중 형성평가
와 총괄평가에 활용하는 문항들을 기초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설계 변인을 자
기보고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활용된 문항은 ‘수업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었다’, ‘수업
교재와 자료들은 적절하게 선택되었다’, ‘수업방법이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였다’, ‘시
가. 교수설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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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나 과제는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평가는 학습한 내용들을 다
루고 있다’의 5문항이고,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신뢰도는 α = .875로 나타났다.
나. 학습참여

대학생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지원(2010)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바 있는 Handelsman, Brigss, Sulivan과 Towler(2005)가 개발한 측
정도구 중 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여, 행동적 참여의 20개 문항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인지적 참여는 ‘정기적으로 공부를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를 포함하는 9문항,
정서적 참여는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어떻게 관련 있을지 생각해 본다’, ‘배운 내용
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본다’를 포함하는 5문항, 행동적 참여는 ‘수업시간에 손을 들
고 질문하거나 발표한다’,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교수자에게 질문한다’를 포함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학습참여 20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α = .912로 분석되었다.
핵심 량
대학생 핵심역량 측정에는 Pellegrino와 Hilton(2013)이 도출한 인지적 역량 3문항,
개인내적 역량 3문항, 대인관계 역량 2문항의 총 8문항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향상 정도에 대한 인식을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인지적 역량은 ‘인지적 처리과정 및 전략(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분석, 추론 및 논증, 해석, 의사결정 등)’, ‘지식(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사용하여 정
보를 처리하는 능력, ICT활용능력, 말하기 및 쓰기 등)’, ‘창의성(창의성, 혁신적 사고
등)’으로 구성되었고, 개인내적 역량은 ‘지적개방성(사고의 유연성, 문화다양성 이해,
적응력 등)’, ‘직업윤리 및 성실성(진취성, 책임감, 인내 등)’,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자기주도, 자기조절, 진로설계, 평생학습 등)’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대인관계 역량은
‘팀워크 및 협동(협상, 신뢰, 공감, 갈등해결 등)’, ‘리더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문
항에 대한 신뢰도는 α = .871로 분석되었다.
다. 대학생

역

3. 연구모형

교수설계 변인과 학습자 핵심역량 사이에서 학습참여의 구조적 관계 및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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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이 모형은 교수설계 변인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학습참여가 대학생 핵심역량에 각
기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교수설계 변인은 학습참여를 매개로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
을 미칠 것임 가정하고 있다.
4. 분석방법

매개효과 검증에는 AMOS 18.0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 strapping) 방법으
로 검증하였는데, 이 방법은 Baron과 Kenny법이나 Sobel 검증이 변인이나 모수추정
치에 대한 가정을 함으로써 갖는 오류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이현응,
2014; Preacher & Hayes, 2004).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에 사용한 지수와 기준 값은
절대적합지수 RMSEA < .08(Browne & Cudeck, 1993) 및 SRMR < .10(Klein,
2005), 증분적합지수 CFI > .90(Hu & Bentler, 1999)지수를 사용하였고(Kline, 2005),
χ2에 더하여 이 지표가 표본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단점을 보정하기 위해 χ2을 모
델의 자유도로 나눈 값인 NC(normed chi-square, < 5.0, Bollen, 1989) 값을 추가적
으로 사용하여 간명적합지수를 확인하면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학습참여가 대
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수설계 변인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통계
패키지는 SPSS 18.00이다.

Ⅳ

. 연구결과

1. 학습참여의

매

개효과

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정규성 검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

가. 관련

인 간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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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선성은 상관계수 r = .8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Grewal, Cote, & Baumgartner,
2004),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 r이 .20～.73 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와 함께 VIF(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 또한 다중공선성 판단에 사용되는데, 이 두 값 모두 기준(VIF 10 이하, 공차
0.10 이상)에 부합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모형 검증에 최
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Klein(2005)은 단변량 정규성을 통해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음을 밝혔고, 단
변량 왜도의 절대값 2이하, 첨도의 절대값 7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르면 본 자료
는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정규성 검정결과(N = 704)
M
SD

교수설계 변인

1. 목표
2. 자료
3. 수업방법
4. 시험 및 과제
5. 평가
학습참여
6. 인지적 참여
7. 정서적 참여
8. 행동적 참여
학습자 핵심역량
9. 인지적 역량
10. 개인내적 역량
11. 대인관계 역량
VI F
공차
표준화된 통계량
왜도 SE
표준화된 통계량
첨***도 SE
p < .001

1
3.23
0.70
-

2 3 4 5 6 7 8 9 10 11
3.29 3.07 3.26 3.33 3.64 3.29 3.19 3.25 3.19 3.17
0.71 0.80 0.69 0.71 0.58 0.70 0.71 0.59 0.64 0.73
.70*** .58****** .57****** .59****** .26****** .27****** .21****** .39****** .35****** .24******
- .60 .61*** .57*** .24*** .24*** .20*** .36*** .36*** .27***
- .61 .45*** .24*** .33*** .27*** .42*** .43*** .32***
- .60 .26*** .27*** .25*** .40*** .42*** .34***
- .30 .22 .23 .37 .33 .27
- .56*** .58****** .39****** .38****** .33******
- .64 .47*** .43*** .40***
- .44 .42 .47
- .73*** .58******
- .65
0.42 0.42 0.49 0.46 0.52 0.57 0.49 0.48 0.40 0.37 0.52
2.37 2.41 2.04 2.19 1.93 1.75 2.03 2.10 2.47 2.68 1.94
-0.03 -0.11 0.04 0.04 0.24 0.29 0.26 0.35 0.15 0.24 0.03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45 0.30 0.07 0.01 0.32 -0.34 0.39 0.57 0.61 0.41 0.25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측
연구모형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2>
와 같이 χ2 = 171.611(df = 41, p = .000), RMSEA = .067(.057-.078), SRMR = .0364,
CFI = .967, NC = 4.186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지표들이 적합도 수용기준 내에 포함
나.

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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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RMSEA
적합도 χ2(df)
(< .08)
지수
LO90 M HI90
측정모형 171.611(41) .057 .067 .078

SRMR
(<.10)
.0364

CFI
(> .90)
.967

NC(χ2/df)
(< 5.0)
4.186

구조모형 검증결과 잠재변인간의 모수추정치 표준오차는 <표 3>과 같이 0.6이하
로 분석되어 모형 식별에 무리가 없으며 교수설계 변인과 학습참여 사이의 β = .41,
학습참여와 학습자 핵심역량 사이의 β = .51, 교수설계 변인과 학습자 핵심역량사이
의 β = .35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그림 2]와 같이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R2에 해당하는 다중상관치는 학습참여가
.17, 학습자 핵심역량이 .52로 나타났다.
<표 3> 최종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추정치
구분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B) 계수(β)
학습참여
← 교수설계 변인 0.31
.41
대학생 핵심역량 ← 학습참여
0.61
.51
대학생 핵심역량 ← 교수설계 변인 0.32
.35
목표
←
1
.80
교재와 자료 ←
1.05
.82
수업방법
← 교수설계 변인 1.06
.74
시험 및 과제 ←
0.96
.77
평가
←
0.91
.71
인지적 참여 ←
1
.71
정서적 참여 ← 학습참여
1.34
.80
행동적 참여 ←
1.38
.81
인지적 역량 ←
1
.84
자기내적 역량 ← 대학생 핵심역량 1.12
.87
대인관계 역량 ←
1.07
.72
***p < .001

SE

C.R.

p

.03 8.94
.06 11.19
.04 8.81

***
***
***

.05
.05
.05
.05

23.09
20.42
21.62
19.64

***
***
***
***

.07 18.04
.08 18.17

***
***

.05 24.99
.05 2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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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구조모형 및 표준화계수(p < .001)
매
학습참여가 교수설계 변인과 대학생 핵심역량 사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법을 이용하였다.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확률 계산에는 BC법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표본 수는 1,000개, 신뢰수
준 95%로 설정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이 학습참여는 교수설계 변인과 대
학생 핵심역량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설계 변인이 대학
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 추정치 β = .352, 간접효과 추정치 β = .209로써 총
효과 추정치 β = .561이며 학습참여의 매개효과는 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 학습참여의

개효과 검증결과

<표 4> 학습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유의도 검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95% 신뢰구간
(SE) (SE) (SE) 하한
값 상한 값 p
교수설계 변인 → 학습참여 .352
.209
.561 .154 .284 .001
→ 대학생 핵심역량
(.047) (.031) (.042)
2. 대학생

핵심 량
역

,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설계

변

인

변
핵심 량
교수설계 변인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나이, 성별, 학년을
가. 교수설계

인이 대학생

역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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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며 최종모형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수업방법 β = .26,
시험 및 과제 β = .20, 평가 β = .14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교재와 자료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최종모형에서 제거되었다.
<표 5> 교수설계 변인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인
B
β
R2
adj. R2

(상수)
나이
성별
최종모형 학년
수업방법
시험 및 과제
평가
*p < .05, ***p < .001

1.56
0.08
0.02
0.01
0.18
0.17
0.11

.06
.02
.02
.26***
.20***
.14***

.262

.255

F
41.202***

나. 교수설계 요인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수설계 변인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나이, 성별, 학년을 모두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며 최종모형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시험 및 과제 β = .12, 수업방법 β
= .16, 평가 β = .16으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교재와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아 최종모형에서 제거되었다.
<표 6> 교수설계 변인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변인

(상수)
나이
성별
최종모형 학년
시험 및 과제
수업방법
평가
*p < .05, **p < .01, ***p < .001

B
2.13
0.06
0.08
0.02
0.10
0.11
0.12

β

.05
.07
.05
.12*
.16***
.16***

R2

adj. R2

F

.15

.15

21.06***

핵심 량
학습참여의 세부요인별로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
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나이, 성별,
다. 학습참여가 대학생

역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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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을 모두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며 학습참여 세부요인 모두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종모형에서 표준화 회귀계수는 행동적 참여 β =
.27, 정서적 참여 β = .25, 인지적 참여 β = .12로 분석되었다.
<표 7> 학습참여가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인

(상수)
나이
성별
최종모형 학년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p < .05, **p < .01, ***p < .001

B
1.29
0.07
-0.05
0.00
0.22
0.21
0.12

β

.06
-.04
.00
.27***
.25***
.12**

R2

adj. R2

F

.32

.31

53.90***

Ⅴ

. 논의 및 결론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향상이 보다 강조되면서(OECD, 2005), 대학에서는 역량 기반의 교육목표 설정, 문제
중심학습, 프로젝트 학습, 액션러닝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등 교수설계 변인
을 통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박민정, 2009; 장경원, 고수일, 2012). 그런데 대
학생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 변인, 학습참여, 대학생 핵심역량간
이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설계 변인, 학습참여, 대학생 핵심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는 유의하
였으며, 학습참여는 교수설계 변인과 대학생 핵심역량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대학 교육의 교육방법이 중요하고, 이들은 학습자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매개로 할 때 보다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
육방법 특히 교수설계에 대한 강조는 김안나, 이병식(2003)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능
동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룹 프로젝트, 소집단 협동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 학
습자들의 프레젠테이션과 학생 상호간 평가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평가방법 등의 활
용이 학습자들의 핵심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
고 있다. 더불어 현재 각 대학 및 개별 수업 수준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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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대인관계 역량 등의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을 도모
하고 있는 교육적 노력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기대하는 역량을 학습목표에 기술하고, 적합한 교
재와 자료의 사용은 물론,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
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 시험과 과제의 유형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수설계에 대한 관심은 학습자의 학습참여가 전제되어
야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방법이나 교재의 활용 등은 학습자의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설계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업
방법, 시험 및 과제, 평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제중심
학습, 액션러닝 등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이 핵심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강인애, 2014; 박수정, 2012;, 장경원,
고수일, 2013), 실제적 과제가 학습자들의 인지적 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Kim et al., 2013),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를 통해 개인내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김민정, 2005; 최원, 정현호, 2010)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수설계 변인 중 목표, 교재와 자료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대학수업에서 제시되는 학습목표들이
나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이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제시되거나 개발되었기 보
다는 주로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두고 설정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습목표에 교과 내용의 습득과 더불
어 교수학습 활동 중에 성취하길 기대하는 핵심역량을 함께 기술하는 등 별도의 교
육적 노력이 추가될 경우 핵심역량 향상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다(곽영순, 2012; 허민, 이태욱, 2014).
한편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설계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업방법, 평가,
시험 및 과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중
심학습, 문제중심학습 등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방법이 학습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고
(Appleton et al., 2006; Marks, 2000;, Zafirov, 2013), 실제 세계와 연계된 실제적 과
제나 고차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학습과제가 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Hare et al.,
2013; Marks, 2000; Newmann et al., 1992)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업방법과 관련한 교수전략에 의해 학습참여가 촉진되지 않으며 이 보다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학습참여를 촉진한
다는 일부의 선행연구 결과(박인우, 2011)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박인우(2011)의 연구
에서도 수업방법과 관련한 교수전략과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간에 밀접한 상관이 있
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수전략들
이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수업방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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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설계 변인 중 목표, 교재 및 자료는 핵심역량은 물
론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또한 전공교과에서
인지적 목표를 강조하는 교육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학습참여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Astin, 1993; Barkely, 2010; Nystrand & Gamoran, 1991),
구체적으로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의 순으로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인지적 참여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의 교육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행동적 참여와 정서
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유지원 외, 2014). 더불어 행동
적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역량 향상에 행동적 참여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Fredricks 등(2004)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 비하여 수업 시간 중에 손을 들어 질문을 하거나 토론에 활발히 참
여하는 등의 학습과정에 참여가 부족한 동양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의
행동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촉진시킨다면 학습자
들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을 연구대상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간접 측정하였
다는 제한점이 있다. 역량 향상을 직접 측정하는 데에는 도구의 선정과 측정에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자기보고 방식은 현실성을 고려한 방안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설계 변인들이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방법, 시험 및 과제, 평가방법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교수설계 변인들의
측정이 1개의 문항으로만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개개의 교수설계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한 문항들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교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교사의 자율성 지지나 학습자의 동기요인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을 고
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 봄으로써 핵심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현장에 보
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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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Student Engagement Between
Instructional Design

V

ariables and College Student

K

ey

Competencies

Hong, Juyeon(ChungAng University)
Song, Hae-Deok(ChungAng University)

Competencies development is even more critical today in the face of social
challenges. Accordingly, student needs to develop competencies such a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self-management. For the improving college student key
competencies, institutions try to set of educational goal reflecting competencies and to
apply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nstructional design variables and student engagement influence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ies and to examine a mediation effect of student engagement.
For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704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ⅰ) The research model shows good fit indices. Also
student engagement variable mediate between instructional design variables and
college student key competencies. (ⅱ) Instructional design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 on college student key competencies. In particular, instructional method, exam
and task, and evaluation were significant on college student key competencies. (ⅲ)
Instructional variable significantly affect on student engagement. Instructional method,
exam and task, and evaluation are also significant to student engagement. (ⅳ)
Student engagement significantly affect on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ies. In
conclusion, student centered instructional method, exam and task, and evaluation
should be aligned for effective instructional design. Also student engagement should
to be considered to improve college student key competencies.
Key words: college student key competencies, instructional values,
student engagement, learner-centered education,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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