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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elatedness,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perceived learning gains, and satisfaction in non-face-to-face classes. This
study established task strategy, self-evaluation, learning environment structuring, and time
management as sub-variables of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Als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elatedness,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perceived learning gains, and
satisfaction was identifi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variables,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a previous study that structur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variables of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and other variables in a
non-face-to-face class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ed a convenient sampling among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 total of
216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students’ perceived learning gains have the greatest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it was
identified that perceived relatedness exerts a direct influence on perceived learning gains and
sub-variables of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such as task strategy, self-evalu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structuring. Third, the impact of task strategy, a sub-variable of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on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could be identified.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direct influence of self-evaluation, another sub-variable of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on satisfaction. Based on this stud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stakeholders related
to non-face-to-face classes, such as professors, university officials, and system developers.
Key Words : Non-face-to-face class,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perceived relatedness,
perceived learning gains, satisfactionclassroo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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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수업에서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자기
조절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정한호1)

(총신대학교, 교수)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자기조절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만
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으로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시간 관리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자기조절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
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학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
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하였으며 총 216명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지각된 관계성이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등 온
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과 인지된 학업성취에 각각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셋째,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인 과제전략이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자기평가가 만족도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비대면 수업 관련 교수자, 대학 관
계자, 시스템 개발자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비대면 수업, 온라인자기조절학습, 지각된 관계성,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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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
격강좌 개설에 대한 제한은 모두 사라졌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February 15). 그러
나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에서의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 중심으로 참여하는 초유의 상황을 경
험하고 있다(Jeong, 2020). 이와 같은 비대면 수업현실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나 동료 학습
자들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교수자와 동료들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속에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Zhou et al., 2021). 이와 같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제한된
상호작용과 소통은 학습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
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관계성을 높여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대학에서의 비대면 수업을 탐색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자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 비대면 수업에서의 관계성이 학업성취와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탐색한 Zhou et al.(2021)에 의하면,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자가 맺는 교수자와 동료들과의 관계성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가 온라인상에서 동료나 교수자와 맺
는 지각된 관계성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Hamdan et al., 2021)으
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을 탐색한 연구
(Lee et al., 2021)에 의하면, 학습자의 시간 관리 등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은 기존의 대면 수업과 달리 교수자나 동
료들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학습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기조
절학습이 대면 수업보다 크게 요구된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에서의 자기조절학습도 대면 수업에 초점을 두는 경
향이 있다(Broadbent, 2017).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을 온라인상에 적용하려는 경향도 있다(Zhou et al.,
2021).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자기조절학습에 초점을 둘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초점을 두고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자기조절
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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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자기조절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무엇인
가? 둘째, 대학 원격수업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이 관련 변인을 매개로 만족도에 미치는 구조
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 원격수업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이 만족도에 미친 구
조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가. 지각된 관계성(perceived relatedness, PR)
지각된 관계성은 개인이 지닌 정서적 욕구로, 안전한 교류 또는 연합을 통해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있다는 심리적 감정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2). 지각된 관계성은 사랑받고, 다
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넓은 사회 세계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지칭한다
(Niemiec & Ryan, 2009). 이와 같은 지각된 관계성은 본래 개인이 지닌 역량, 자율성, 관계성
으로 구성된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지각된 관계
성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역량, 자율성, 관계성에 기반하여 동기를 부여
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기결정이론을 통해(Deci & Ryan, 2002) 그 의미를 명확히 파
악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자율성은 목표 도달과 관련된 개인 자신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자
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성은 상기와 같은 역량과 자율성과 더불
어 설정된 목표 도달을 위해 주변의 동료 등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Ryan & Deci, 2002). 이와 같은 역량, 자율성, 관계성은 개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인 욕구로, 이러한 필요가 충족될 때, 개인은 자기 조직화, 조절능력 등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자기결정이론의 차원에서 관계성을 제시하면, 설정한 목표
도달을 위한 요구되는 역량, 자율성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지각된 관계성의 의미를 교육과 연관하여 제시하면, 학습목표 도달을 위해
교수자와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정서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관계성의 의미를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목표 도달을 위해 교수자와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학습자의 정서적 욕구 정도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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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자기조절학습(online self regulated learning, OSRL) 및 하위 변인
자기조절학습은 메타인지, 동기, 행동 전략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 및 과정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해진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Zimmerman, 2008).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환경 및
맥락에 따라 다르다(Zimmerman, 2008).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의 영향력
은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련 탐색을 살펴보면, 자기조
절학습은 주로 오프라인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Barnard et al., 2009). 그러나 인터넷, 컴퓨터, 각종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 대면 수업이 전격적으로 비대면 수업
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습자의 학습참여 및 활동 자체가 온라인 학습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참작한다면 온라인 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은 더
욱 커지고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을 탐색한 Barnard et al.(2009)의 탐
색에 따르면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은 몇 가지 하위변인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을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시간 관리 등으로 제시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거하여 하위
변인들의 의미를 살펴보면(Barnard et al., 2009; McManus, 2000; Steffens, 2006), 먼저, 과제
전략(task strategies)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하
나로, 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수행 용이성,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자기평가(self evaluation)는 학습자 스스로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정도로 의미한다. 셋째, 학습환경구조화(learning environment structuring)는 학습자 스스로
효과적인 학습 결과 도출을 위해 학습공간 확보 및 주변 환경을 점검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정도로 의미한다. 넷째, 시간 관리는 학습자의 비대면 수업 수강 습관 및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계획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할당하여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정도로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하위 변인을 바탕으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을 탐색하였다.

다. 인지된 학업성취(perceived learning gains, PLG)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지각된 관계성과 온라인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인지된 학업성취와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인지된 학업성취는 학습자가 비대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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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기본 개념 및 원리 습득, 의미 있는 소통, 문제 탐색 및 해결 등을 획득했다고 인
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Zhou et al., 2021). 따라서 인지된 학업성취는 온라인 학습 관련 탐
색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변인으로, 온라인 학습을 통해 도출되는 학습경험의 필수적인 부
분이다(Zhou et al., 2021).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의 인지된 학업성취는 학습자의 만족도(Elia
et al., 2019)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태도 형성(Dai et al., 2020)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
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인지된 학업성취는 온라인 강좌 유형, 전공 분야 등에 따
라 상이하므로 하나의 정형화된 의미로 기술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인지
된 학업성취를 탐색한 Sher(2009, p.106)에 의하면, 인지된 학업성취는 “기본 개념 이해, 주
제 탐색 및 확인,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 학습주제와 문제 간의 관련성 이해, 수
업내용의 통합 및 일반화, 수업을 통한 개념 및 원리의 습득 정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된 학업성취는 학습활동 이후에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학업성
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교육활동을 통해 습득한 개인적인 성과나 이점 등에 대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상태(Tse & Wilton, 1988)를 의미하는 만족도와도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학업성취를 비대면 수업에서 다루는 수업주제와 학습문제 간의 관련
성 이해, 기본 개념 이해, 수업주제 탐색 및 확인, 수업주제에 대한 의사소통, 학습한 내용을
통합하고 일반화하는 능력, 새로운 개념 및 원리의 습득 정도로 지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지된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Zhou et al.,
2021)에 따라, 지각된 관계성과 온라인자기조절학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된 학업성취 및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라. 만족도(satisfaction, SAT)
만족도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체험한 이점이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
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Tse & Wilton, 1988). 따라서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도, 개인이 처한 물리적, 정서적 상황에 따라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Richardson, 2001). 본 연구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수업의 경우, 해
당 온라인 수업 콘텐츠, 과제, 자료 등은 동일하게 제공했지만, 학습자의 학습참여는 물리적
으로 다른 개인적인 공간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대
한 만족도는 학습자 개인이 처한 물리적 공간이나 학습환경에서의 자율적인 조절능력, 비대
면 수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만족도는 학습 만
족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
기조절학습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ong & Kim, 2021; Wang et al.,
2013).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탐색한 Saxena et al.(2021)의 연

대학 비대면 수업에서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자기 조절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53

구에 따르면, 만족도는 비대면 수업 수강과 관련된 학습자의 자율성과 이를 통해 획득하고
경험한 학습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한
Zhou et al.(2021)에 의하면, 만족도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지각된 관계성,
자기조절학습 관련 변인, 그리고 인지된 학업성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탐색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만
족도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강의 수강, 다양한 학습활동 참여, 문제해결 및 과
제수행 등을 통한 학습 욕구 충족, 인지적, 정서적 만족 정도로 지칭하였다.

2.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 탐색, 각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 설정
등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PLG

SAT

PR

OSRL
[그림 1] 연구모형
PR(지각된 관계성, perceived relatedness), OSRL(온라인자기조절학습, online self regulated learning)
PLG(인지된 학업성취, perceived learning gains), SAT(만족도, satisfaction)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탐
색한 Barnard et al.(2009)의 탐색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의 핵심 변인인 온라인자기조절학습
의 하위변인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
학습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한 Zhou et al.(2021)의 연구에 기초하여, 지각
된 관계성-온라인자기조절학습-인지된 학업성취-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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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선행연구(Zhou et al., 2021)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Zhou et
al.(2021)의 연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대학교육에서의 비대면 수업을 다루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처럼, 본 연구
에서는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는 척도를 탐색한 Barnard et
al.(2009)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학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
학습의 하위변인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Zhou et al.(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변인 간의 관계 및 가설
1. 지각된 관계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연계성
수업현장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은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
해 도출되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한다(Yusof et al., 2020). 수업활
동에서 지각된 관계성을 맺고 있는 학습자는 단절된 학습자보다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소정의 학습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Niemiec & Ryan, 2009). 또
한, 교수학습활동의 맥락에서의 관계성 인식은 학습 관련 사회성 및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습자는 수업과정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을 통해, 동료들이나 교수자에게 지지받거나 주변의 다른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Reis et al., 2000)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지각된
관계성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결정이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역량, 자율성, 관계성)의
하나로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지각된 관계성은
자율성 및 역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욕구로 밝혀졌지만(Wong, 2020), 관련 탐색은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 비대면 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각된 관계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습경험에서 나타나는 지각된 관계성을 탐색한
Yusof et al.(2020)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의 지각된 관계성은 원격, 또는 대면 수업 활동을
통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을 통
해서 형성되는 교수자와의 지각된 관계성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요
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습자 친화적이며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교수자의 수업에서 더욱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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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Yusof et al., 2020).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관계
성을 탐색한 Zhou et al.(2021)에 의하면, 비대면 수업에서의 관계성을 높게 인식하는 대학생
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참여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비대면 수업
에서 높은 관계성을 지닌 대학생들은 스스로 높은 기준 설정, 온라인 토론 참여 전 체계적인
준비 등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 참여도를 탐색한 Chiu(2021)에 따르면, 관
계성은 비대면 수업의 참여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라고 실증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
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관계성 및 이와 관련된 자기조절
학습전략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관계성이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습성과와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Chiu, 2021;
Zhou et al., 2021)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관
계성이 자기조절학습전략,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2. 온라인자기조절학습과 관련 변인들 간의 연계성
온라인 학습환경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events)과 상황(situations)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통제력을 지닌 학습자에게 유리하다(Bowen, 1996). 오프라인 학습의 경우, 내
적 통제가 미흡한 학습자라도 정해진 장소와 수업시간, 교수자 등과 같은 외적 통제 때문에
학습활동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의 경우, 오프라인 학습환경과 같
은 외적 통제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는 내적 통제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경향
이 높다(Bowen, 1996).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을 탐색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학습 맥락은 학습자의 자기 통제에 기반하므로, 학습자의 내적 통제가 학
업성취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내적 통제는 대면보다 블렌디드,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Steffens, 2006) 등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학습자, 교수자-학습
자 간의 상호작용, 모니터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 제공, 지적 도제 활동 등 온라인 환
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의 학습목표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
다(Steffens, 2006).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자기조절학습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 및 활동을 조정하며 학습문제 해결 및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최근 대학에서의 비대면 수업이 보편적으로 실시하면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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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에서의 온라인 학
습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한 Lee et al.(2021)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
자의 시간 관리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비대면
수업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에 초점을 두고 탐색한 Zhou et al.(2021)에 의하면,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들이 지각된 관계성과 인지된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학습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연구
를 살펴보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을 다루면서, 온라인 학습환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기조절학습 자체에 중점을 두고 대면 수업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을 온
라인화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기조절학습의 의
미와 하위변인을 명확히 제시한 Barnard et al.(2009)의 연구를 근거로, 온라인자기조절학습
의 하위변인으로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하였다.

3. 가설 설정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가설
가설
H1a 지각된 관계성은 과제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지각된 관계성은 자기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H1c 지각된 관계성은 학습환경구조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지각된 관계성은 시간 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지각된 관계성은 인지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a 과제전략은 인지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H3b 자기평가는 인지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c 학습환경구조화는 인지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d 시간 관리는 인지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a 과제전략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H4b 자기평가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c 학습환경구조화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d 시간 관리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
Chiu(2021),
Deci & Ryan(2002),
Milikić et al.(2020),
Niemiec & Ryan(2009),
Zhou et al.(2021)
Zhou et al.(2021)
Broadbent(2017),
Handoko et al.(2019),
Song et al.(2019),
Zhou et al.(2021)
Hamdan et al.(2021),
Song & Kim(2021),
Wang et al.(2013),
Zhou et al.(2021)

H5

지각된 관계성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Zhou et al.(2021)

H6

인지된 학업성취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Kuo et al.(2014),
Zhou et 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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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1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직후에 온라인 설문
을 실시하였으며 총 22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과 관계없
이 하나의 척도로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216명(남 63명, 여 153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이 수강한 비대면 수업방식은 ① 혼합방식1(동
영상 녹화>실시간, 75.93%, 164명), ② 혼합방식2(동영상 녹화<실시간, 15.74%, 34명), ③
100% 동영상 수업(6.94%, 15명), ④ 100% 실시간 수업(1.39%,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LMS
접속 관련 규칙성을 살펴보면, ① 계획한 시간대에 수강(37.50%, 81명), ② 계획 없이 자유롭
게 수강(36.57%, 79명), ③ 수업과 동일한 일시에 수강(18.98%, 41명), ④ 특정일에 몰아서 수
강(6.94%, 1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대상의 비대면 수업의 학습방법을 살펴
보면, 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수강 완료(34.72%, 75명), ② 중간중간 멈추었다가 이어
가면서 수강(33.80%, 73명), ③ 상황에 따라 다름(25.46%, 55명), ④ 중간중간 멈추었다가 일
정 시간 후에 이어서 수강(6.02%, 13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설문 문항으로, 크게 ‘배경 변인’과 ‘구성 변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배경 변인에 대한 측정 도구는 연구 대상의 ‘성별, 전공, 학년, 비
대면 수업 수강 강좌 수, 비대면 수업 방식, 비대면 수업 수강방법’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구성 변인에 대한 설문은 지각된 관계성,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시간 관리,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구성 변인을 탐색하는 설문은 비대면 수업 관련 기존 연구(Barnard et al., 2009; Sher, 2009;
Zhou et al., 2021)에서도 활용된 타당성 높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코
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행된 본 연구목적에 타당한 측정 도구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
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탐색하고 구성 변인별로 정리
하였다. 둘째, 구성 변인별로 정리한 국외 연구의 문항들을 한글로 번안하고 코로나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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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에 사용된 문항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번안된 문항을
국내 대학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으로 학습
자를 지도하는 교수자 3인에게 상기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고 일부 문항을 수
정･보완하였다. 넷째, 대학생 5인에게 앞 단계에 수정･보완된 문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학습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가독성이 낮은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
항을 학습자 측면에서 이해 가능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학기
이상 모든 과목을 비대면으로 참여한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142명(남53, 여89)을 편의
표집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변인별 4문항씩, 총 28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7점(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KMO, Bartlett 검정 결과, 각각 .900, 6766.301(p=.000)로 나타났다.

가. 지각된 관계성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각된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Wood(2015)의 연구와 Zhou et al.(2021)에
서 활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다만, Wood(2015)의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을 공개하였지만,
Zhou et al.(2021)에서는 사용한 총 4개 문항 중 1개만 공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두 연구에서 공개된 9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여 본 연구상황에 부합하게 수정‧보
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각된 관계성 측정 도구는 ‘나는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교수자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한다,
나는 LMS와 SNS 등을 통해 동료들과 비대면 수업 관련 내용을 소통한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 α, 이하 동일)는 .963으로 나타났다.

나. 온라인자기조절학습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블렌디드 학습환경에서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을 탐색한 Barnard
et al.(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시간 관리 등 4개 영역
으로 구분하여 온라인자기조절학습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상기 연구(Barnard et al.,
2009)에서 활용된 문항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온라
인자기조절학습을 탐색한 Zhou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항들을 본 연구 맥락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과제전략 탐색을 위한 연구 도구
로는, ‘나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주요 내용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는 비대면 수
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나 토론 등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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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 4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54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평가를 탐색하기 위
해, ‘나는 비대면 수업에서 새로 접하거나 습득한 내용을 요약한다, 나는 비대면 수업 중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동료들이나 교수님께 연락해서 도움을 구한다’ 등 4개 문
항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22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환경구조화를 탐색하기 위해, ‘나
는 비대면 수업 수강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에서 학습한다, 나는 비대면 수업 수강에 방해받
지 않는 최적의 시간을 선정하여 학습한다’ 등 4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55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 관리를 탐색하기 위해, ‘나는 비대면 수업에 접속하는 시간을 요일별
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강한다, 나는 추가적인 학습시간이 소요되는 과목의 수강을 위해
별도의 학습시간을 할당한다’ 등 4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43으로 나타났다.

다. 인지된 학업성취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 새로 습득하게 된 학습성과를 의미하는 인지된 학업성
취를 측정하기 위해 Sher(2009)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Sher(2009)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의 인지된 학업성
취를 탐색한 Zhou et al.(2021)에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her(2009)의 연구에서 활
용된 문항 중 4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여 본 연구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
에서 구성한 인지된 학업성취에 대한 측정 도구는 ‘나는 비대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핵심적인 이슈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비대면 수업 수강을 통해 사실을 통합하고
일반화하는 역량을 신장하였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52로 나타났다.

라.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요구 및 인지적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만족
도 탐색을 위해, Sher(2009)의 만족도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상기 연구에
서 개발된 만족도 측정 도구는 웹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최근의 비대면
수업상황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Sher(2009)의 만족도 측정 도구를 코로나 상황
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한 Zhou et al.(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만족도 측정 도구로는 ‘나는 비대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만족
한다, 나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 나의 학업적인 요구를 충족한다’ 등이 있으며, 신뢰도는
.9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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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적합도 검증
가. 신뢰도, 타당도, 적합도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계수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Cronbach α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최소 .922에서 최대 .963으로 나타나 적
합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집중 타당
성과 AVE 제곱근과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 비교에 기반한 판별 타당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의 요인적재량, 합성 신뢰도, AVE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또한,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AVE 제곱
근은 상관계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분석 결과
변인

지각된 관계성(PR)

과제전략(TS)

온라인
자기
조절
학습
(OSRL)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
(LSE)

시간 관리(TM)

항목

요인적재량
(>.70)

Reliability
(>.50)

PR1

.881

.776

PR2

.859

.738

PR3

.881

.776

PR4

.858

.736

TS1

.88

.774

TS2

.878

.771

TS3

.882

.778

TS4

.890

.792

SE1

.881

.776

SE2

.890

.792

SE3

.813

.661

SE4

.909

.826

LES1

.925

.856

LES2

.929

.863

LES3

.925

.856

LES4

.886

.785

TM1

.910

.828

TM2

.886

.785

TM3

.903

.815

TM4

.868

.753

합성 신뢰도
(>.70)

AVE
(>.50)

Cronbachα

.921

.745

.963

.913

.725

.954

.851

.590

.922

.910

.719

.955

.928

.765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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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학업성취(PLG)

만족도(SAT)

PLG1

.852

.726

PLG2

.831

.691

PLG3

.813

.661

PLG4

.841

.707

SAT1

.852

.726

SAT2

.826

.682

SAT3

.847

.717

SAT4

.818

.669

.906

.707

.952

.801

.695

.954

<표 3> 판별타당도 검증
변인

AVE

PR

지각된 관계성(PR)

.745

.863

과제전략(TS)

.725

.382***

.590

***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LSE)

.719

.295

***

.351

***

TS

SE

LSE

TM

.340***

.768

*

.132

.847

***

.049

.251***

.874

.142

.765

.440

.238

인지된 학업성취(PLG)

.707

.505***

.454***

.337***

.312***

.331***

.695

***

***

***

***

***

*

p<.05,

**

p<.01,

***

.421

SAT

.851

시간 관리(TM)

만족도(SAT)

PLG

.524

.416

.261

.290

.840
.648***

.833

p<.001, 이탤릭체는 AVE의 제곱근

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χ2/df, GFI, NFI, RFI, TLI, CFI, RMSEA 등
과 같은 대표 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χ2/df=1.476, GFI=.871, NFI=.935, RFI=.925,
TLI=.975, CFI=.978, RMSEA=.046 등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요인 간의 구조적인 영향력을 탐색
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
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제시하고 기존모
형과 비교 후 최종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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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제안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2/df=1.486, GFI=.862, NFI=.930, RFI=.921, TLI=.973, CFI=.976, RMSEA=.048 등
으로 도출되어,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관계성(PR)은 과제전략(TS),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
조화(LES), 시간 관리(TM)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지각된 관계성(PR)은 과제전략(TS)(β= .386, p < .001), 자기평가(SE)(β=
.298, p < .001), 학습환경구조화(LES)(β= .354, p < .001), TM(β= .441, p < .001)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H1a, H1b, H1c, H1d는 모두 채택되
었다. 둘째, 인지된 학업성취(PLG)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지각
된 관계성(PR), 과제전략(TS),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LES) 등이 인지된 학업성취
(PLG)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지각된 관계성(PR)(β= .269, p < .01), 과제전략(TS)(β= .260, p < .001), 자기평가(SE),(β= .151,

p < .05), LES(β= .136, p < .05)는 인지된 학업성취(PLG)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간 관리(TM)는 인지된 학업성취(PLG)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H2, H3a, H3b, H3c는 채택되었으며 H3d는 기각되었다. 셋
째, 만족도(SAT)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과제전략(TS), 자기평
가(SE), 인지된 학업성취(PLG) 등이 만족도(SA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과제전략(TS)(β= .246, p < .001), 자기평가(SE),(β=
.179, p < .01), PLG(β= .444, p < .001)는 만족도(SAT)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습환경구조화(LES), 시간 관리(TM), 지각된 관계성(PR)은 만족도(SAT)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H4a, H4b, H6는 채택되었
으며 H4c, H4d, H5는 기각되었다(<표 4>,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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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검정 결과
가설

Estimate
S.E.
Unstandardized Standardized
PR
.346
.386
.061
PR
.270
.298
.063
PR
.354
.354
.068
PR
.338
.441
.051
PR
.277
.269
.079
TS
.299
.260
.074
SE
.172
.151
.070
LES
.140
.136
.064
TM
.152
.113
.088
TS
.267
.246
.066
SE
.192
.179
.061
LES
.048
.049
.055
TM
.079
.062
.076
PR
.012
.012
.069
PLG
.419
.444
.065
NFI=.930, RFI=.921, TLI=.973, CFI=.976, RMSEA=.048

경로

H1a
TS
←
H1b
SE
←
H1
H1c LES
←
H1d TM
←
H2
PLG ←
H3a PLG ←
H3b PLG ←
H3
H3c PLG ←
H3d PLG ←
H4a SAT ←
H4b SAT ←
H4
H4c SAT ←
H4d SAT ←
H5
SAT ←
H6
SAT ←
2
χ /df=1.486, GFI=.862,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및 표준화 계수

C.R.

p

Results

5.699
4.282
5.242
6.668
3.528
4.067
2.456
2.190
1.722
4.055
3.148
.864
1.040
.170
6.462

.000
.000
.000
.000
.000
.000
.014
.029
.085
.000
.002
.387
.299
.865
.000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기각
기각
기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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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각된 4개의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설정하고 제안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표 5> 참조). 두 모형을 비교・분석 결과, 제안모형이 수정모형보다 우수
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5> 제안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2

p

χ2/df

GFI

NFI

RFI

TLI

CFI

RMSEA

최소 기준치



≤3.0

≥ .8

≥ .9

≥ .9

≥ .9

≥ .9

≤ .05~.08

제안모형

497.851

.000

1.486

.862

.930

.921

.973

.976

.048

수정모형

545.862

.000

1.605

.851

.923

.915

.966

.969

.053

2. 효과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인지된 학업성취(PLG)와 만족도(SAT)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의 직･간접,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레핑
(bootstrapping)을 통해(1000번, 95% 신뢰구간), 직･간접,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탐색하
였다(Shrout & Bolger, 2002).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 ① 지각된 관계성→온라인자기조절학습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인지된 학업성취, ② 지각된 관계성→온라인자기조
절학습(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인지된 학업성취→만족도, ③ 온라인자기조절
학습(과제전략)→인지된 학업성취→만족도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탐색할 수 있었다. 첫
째, 지각된 관계성(PR)은 과제전략(TS),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LES)’를 매개로 인지
된 학업성취(PLG)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β= .243, p < .05). 그러나 지각된 관계성(PR)은
시간 관리(TM)를 매개로는 인지된 학업성취(PLG)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지각된 관계성(PR)은 만족도(SAT)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과제
전략(TS),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LES)와 인지된 학업성취(PLG)를 매개로 만족도
(SAT)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β= .420, p < .05). 셋째, 과제전략(TS)은 인지된 학업성취
(PLG)를 매개로 만족도(SAT)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115, p < .05). 그
러나 과제전략(TS)을 제외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전략은 인지된 학업성취(PLG)를 매개로는
만족도(SAT)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학업성취(PLG)와 만
족도(SAT)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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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간접, 총 효과 분석
Outcome
인지된
학업성취
(PLG)

만족도
(SAT)

*

Determinant
지각된 관계성(PR)
과제전략(TS)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LES)
시간 관리(TM)
지각된 관계성(PR)
과제전략(TS)
자기평가(SE)
학습환경구조화(LES)
시간 관리(TM)
인지된 학업성취(PLG)

직접
.269*
.260*
.151*
.136*
.113
.012
.246*
.179*
.049
.062
.444*

Standardized estimate
간접
.243*
.420*
.115*
.067
.060
.050
-

총 효과
.512*
.260*
.151*
.136*
.113
.432*
.362*
.246*
.109
.112
.444*

p < .05

Ⅵ.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시간 관리를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으로 설정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
의 지각된 관계성이 관련 변인을 매개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인 과제전략이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학업성취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
과는 기본 개념 및 원리 습득, 의미 있는 상호작용, 문제 탐색 및 해결 등 인지된 학업성취
정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
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인지된 학업성취와 만족도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밝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연구 결과(Kuo et al., 2014; Zhou et al., 2021)를 넘어,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대학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인
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만족도는 학습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한 학습
결과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리상태(Saxena et al., 2021)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즉 비대면 수업을 통해 도출된
학습 결과가 본인의 학업성취에 이득이 되며 도움이 될 때(Kuo et al., 2014), 만족도를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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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 획득한 성취
정도가 학습자의 정서적인 심리상태를 충족할 때, 비로소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인지된 학업성취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인지된 학업
성취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실
증한 관련 연구(Zhou et al., 2021)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결과
(Zhou et al., 2021)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향력의 크기는 기존연구(Zhou et
al., 2021)에서 도출된 영향력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와 국
외에서 실시된 관련 연구(Zhou et al., 2021)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관련 연
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학업성취 외 지각된 관계성, 과제전략, 자기평가 등과 같
은 변인들의 커다란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간의
상이점 탐색을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각된 관계성이 관련 변인을 매개로 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였
다. 연구 결과, 지각된 관계성은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등 온라인자기조절학
습의 하위변인과 인지된 학업성취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각된 관계성→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Chiu, 2021; Deci
& Ryan, 2002; Milikić et al., 2020; Zhou et al., 2021), 지각된 관계성→인지된 학업성취(Zhou
et al., 2021) 간의 관계를 실증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침한다. 또한, 지각된 관계성
→과제전략→인지된 학업성취→만족도, 지각된 관계성→인지된 학업성취→만족도처럼 관련
변인의 매개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학 비대면 수업을 탐색한 Zhou et al.(2021)의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
침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대학 비대면 수업상황
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이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등과 같은 온라인자기조절학
습의 하위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결정론
(Deci & Ryan, 2002)과 사회인지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
믹에 따른 온라인 학습 맥락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로 실증된 지각된 관계성→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각된 관계성→시간 관리도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이 지
닌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지각된 관계성이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들과 유의한 관련
을 맺거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서의 지각된 관계성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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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인 과제전략과 인지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간의 상이점 탐색
을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인 과제전략이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자기평가가 만족도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 참여 및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전략이 비대면 수
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비대
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과제전략 수립 정도가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인지적인 측면이 강
한 과제전략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 습득한 인지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심리적이고 정서적 측
면이 강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연구 결과는 과제전략과 만
족도(Hamdan et al., 2021; Song & Kim, 2021; Wang et al., 2013), 과제전략→인지된 학업성
취→만족도(Zhou et al., 2021) 간의 관계를 실증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시행된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평가→만족도 간
의 관계를 실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선행연구(Zhou et al., 2021)를
일부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한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인 시간 관리, 학습환경구조화 등의 영향력은 실증할
수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온라인자기조절학습 관련 변인 중 시간 관리와 학습환경구조화는
기존 연구(Zhou et al., 2021)와는 달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대면 수업 관련 연구(Joo & Eun, 2017)에서도 시간 관리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기와 같은 본 연구 결과와 기존 연구 간의 차이는 비대면 수업
시기와 비대면 수업 범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
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 초기인 2020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선행연구(Zhou et al., 2021)와는
달리,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2년 차인 2021년 상반기의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시행하
였다. 또한, 본 연구는 MOOC로 개설한 일부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시행된 선행연구(Joo &
Eun, 2017)와는 달리, 한 학기 모든 과목이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행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기존 연구 간의 차이는 상기와 같은 비대면 수업 환경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연속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수업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68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2.No.1.

2.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상기 논의에 기초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는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과제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보다
교수자의 역할 및 수업 설계 역량은 중요하다(Jeong, 2021). 본 연구에서도 도출된 것처럼,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는 과제전략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수자는 명시적인 수업
목표, 내용구성의 정교화, 학습동기유발, 체계적인 수업 과정 및 절차, 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보완, 평가 등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학습전략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자
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 동기 및 자발적인 참여 유발, 문제해결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실행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당국은 비대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높
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연구를 통해, 온라
인자기조절학습이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판단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대학 당국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자기조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대상의 효과적
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활동에 어
려움을 겪는 학습자, 온라인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미흡한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학습 기술 및 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
(Phillips, 1989)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대학생의 학습 기술 및 전략 습득에 도움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신장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학
습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수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간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수업시스템 개발자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에 기반을 둔 지
각된 관계성 증진 시스템을 설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지각
된 관계성은 학습자의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지각된 관계성은 주로 학습관리
시스템서 제공하는 메뉴나 별도의 SNS를 통해 유지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 기회가 제한적인 비대면 수업의 맥
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지각된 관계성을 높이며 해당 교과목에서의 소통 및
학습 관련 상담 및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지각된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메뉴
구성 및 인터페이스 설정, 토론 및 협의 등 참여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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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지각된 관계성 증진, 온라인자기조절학습
관련 각종 지원,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의 신속한 반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비대면 수업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교수자의
수업설계, 대학 당국의 지원프로그램 마련, 비대면 수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석 및 적용에 몇 가지 유
의를 요구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표집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원격으로 수강한 수업
수나 비율, 학년, 수강방법 등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변
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한 연구의 진행이 오구된다. 둘째, 양적 설문 중심의 연구 도구에 제한
이 있다. 물론, 본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타당도 높은 문항으로 신뢰도도 역시
검증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 대한 관계성, 자기조절학습, 인지된 학업성취 등은 다소
유동적인 변인으로, 학습자 상황 및 측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질적인 측면도 탐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방식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이득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통한 학습성과나 성적 등을 성
과 자체를 측정하기보다 인지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물론 학습이득, 지각된 관계성, 만족도
등을 측정하고 탐색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의 방식도 의미는 있지만, 이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실제 참여도 및 성적 등과 같은 실제적인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 질
적 측면 탐색, 실제적인 자료 등을 통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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