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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및목적 내용및연구문제 측정도구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특성과신뢰도분석 수업내용과학습만족도에서인지적몰입의매개효과

예측변수

1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2단계모형

준거변수: 인지적몰입

3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B SE t B SE t B SE t

(상수) 1.034(.194) 1.1778(.273) .5430(.204)

수업내용 .718 .049
14.668***

.443 .069 6.442*** .596 .051 11.620***

인지적 몰입 .276 .054 5.083***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인지적 몰입 .1223 .0460 .0503 .2316

상호작용과학습만족도에서인지적몰입의매개효과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인지적 몰입 .1402 .0522 .0559 .2594

예측변수

1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2단계모형

준거변수: 인지적몰입

3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B SE t B SE t B SE t

(상수) .8802(.220) 1.6658(.299) .3854(.223)

상호작용 .758 .056
13.595***

.472 .075 6256*** .618 .058 10.718***

인지적 몰입 .297 .056 5.301***

예측변수

1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2단계모형

준거변수: 인지적몰입

3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B SE t B SE t B SE t

(상수) 1.5787(.210) 1.9534(.255) .9122(.226)

학습환경 .588 .054
10.988***

.404 .065 6.208*** .450 .055 8.201***

인지적 몰입 .341 .062 5.513***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인지적 몰입 .1378 .0550 .0493 .2660

예측변수

1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2단계모형

준거변수: 정의적몰입

3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B SE t B SE t B SE t

(상수) 1.0340(.194) 1.8374(.240) -.0092(.165)

수업내용 .718 .049
14.668***

.504 .060 8.360*** .432 .043 10.128***

정의적 몰입 .568 .048 11.839***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정의적 몰입 .2863 .0624 .1813 .4228

예측변수

1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2단계모형

준거변수: 정의적몰입

3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B SE t B SE t B SE t

(상수) .8802(.220) 1.2488(.233) .1568(.191)

상호작용 .758 .056
13.600***

.656 .059 11.147*** .378 .060 6.290***

정의적

몰입
.580 .062 9.331***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정의적 몰입 .3800 .0802 .2397 .5542

예측변수

1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2단계모형

준거변수: 정의적몰입

3단계모형

준거변수: 학습만족도

B SE t B SE t B SE t

(상수) 1.5787(.210) 2.2564(.236) .0971(.180)

학습환경 .588 .054
10.988***

.403 .060 6.692*** .323 .041 7.831***

정의적 몰입 .657 .050 13.297***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정의적 몰입 .2649 .0591 .1581 .3889

첫째, 수업의질(수업내용, 상호작용, 학습환경)과학습만족도와의관계에서학습

몰입(인지적몰입) 매개효과를살펴본다.

둘째, 수업의질(수업내용, 상호작용, 학습환경)과학습만족도와의관계에서학습

몰입(정의적몰입) 매개효과를살펴본다.

1. 조사기간 : 2019. 03. 11~3.30

2. 연구대상 : 부산, 경남미용학원수강생과전문대학재학생

3. 조사방법 : 편의표본추출, 자기기입식설문지 151부

구 분 문 항수 척 도 출 처

수업의 질 18문항 리커트5점 척도 채민정(2016)

학습몰입 13문항 리커트5점 척도 김은숙(2018)

학습 만족도 14문항 리커트5점 척도 김상은(2019)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명목 척도 최인희(2017)

1. 통계분석은 SPSS 23.0을활용하여빈도분석및기술통계분석을실시

2.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을실시하고베리맥스회전

3. 매개효과는 Preacher 와 Hayes(2018)가 제시한 SPSS Macro를활용

4.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이용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 10.6

여성 135 89.4

연령

10대 10 6.6

20대 110 72.8

30대 21 13.9

40대이상 10 6.6

직업

중학생 0 0

고등학생 7 4.6

대학생 112 74.2

국비 교육생 28 18.5

직장인 4 2.6

네일교육기관

고등학교 4 2.6

2년제대학 108 71.5

4년제대학 2 1.3

직업학교 1 0.7

미용학원 36 23.8

교육참여

목적

취미 3 2.0

취업 108 72.5

창업 10 6.7

진학 3 2.0

학교수업 25 16.8

NCS 네일

교육기간

1개월미만 9 6.0

2개월 2 1.3

3개월 16 10.7

4개월 16 10.7

5개월이상 107 71.3

합계 151 100%

자료분석방법

측정도구

학습환경과학습만족도에서인지적몰입의매개효과 수업내용과학습만족도에서정의적몰입의매개효과 상호작용과학습만족도에서정의적몰입의매개효과

학습환경과학습만족도에서정의적몰입의매개효과 수업의질과학습몰입의상관관계

연구문제

연구내용

변수
수업
내용

상호
작용

학습
환경

인지적몰입 정서적몰입
학습
만족도

수업내용 1

상호작용
.727*** 1

학습환경
.711*** .647*** 1

인지적 몰입
.469*** .459*** .456*** 1

정서적 몰입
.568*** .677*** .483*** .505*** 1

학습만족도
.766*** .742*** .668*** .582*** .807*** 1

결론및제언

References

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

• 수업내용이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443(p<.001)으로

나타나 수업내용이 높을수록 인지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

• 수업 내용이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c‘)는 .596(p<.001)으로, 매개 변수를 고려

하지 않았을 때의 수업 내용이 학습 만족도에 미쳤던 전체 효과(c=.718)에 비해 감소

• 따라서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수업내용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 효과

• 상호작용이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472(p<.001)로 나

타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인지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

•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618(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쳤던 전체효과(c=.758)에 비해 감소

• 따라서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상호작용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

에서 부 분매개 효과

• 학습 환경이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404(p<.001)로 나

타나 학습 환경이 높을수록 인지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

• 학습환경이 준거 변수인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c‘)는 .450(p<.001),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학습환경이 학습만족도에 미쳤던 전체 효과(c=.588)에 비해 감소

• 따라서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이 예측 변수인 학습 환경과 준거 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

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

• 학습환경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c‘)는 .450(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학습환경이 학습만족도에 미쳤던 전체 효과(c=.588)에 비해 감소

• 수업내용이 학습만족도에미치는직접효과(c‘)는 .432(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수업내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쳤던 전체효과(c=.718)에 비해 감소

• 따라서 매개변수인 정의적 몰입이 수업내용과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

• 학습환경이 매개변수인 정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403(p<.001)로 나

타나 학습환경이 높을수록 정의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323(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학습환경이 학습만족도에 미쳤던 전체효과(c=.588)에 비해 감소

• 따라서 매개변수인 정의적 몰입이 학습환경과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

• 수업 내용이 정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504(p<.001)로 나타나 수업 내

용이 높을수록 정의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

• 수업내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432(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수업내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쳤던 전체효과(c=.718)에 비해 감소

• 따라서 매개변수인 정의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수업내용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 효과

• 수업의 질(학습내용, 상호작용. 학습환경)이 학습몰입(인지적, 정의적 몰입)은 학습만족

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이 NCS기반 네일미용 수업의 질이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과 정의

적 몰입 두 매개변수 모두 수업내용, 상호작용, 학습환경이 종속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

계에서 부분 매개효과

• 수업의 질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하위차원 모두 유의한 결과로 보아 수업의

질은 모두 영향요인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 NCS기반 교육과정은 수강일수, 교육기관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NCS기반 네일미용 수업의 질이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적으로 여

러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업내용은 상호작용(r=.727, p<.001), 학습 환경(r=.711, p<.001), 인지적 몰입(r=.469, 

p<.001), 정서적 몰입(r=.568, p<.001), 학습만족도(r=.766, p<.001)와 모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

• 상호작용은 학습 환경(r=.647, p<.001), 인지적 몰입(r=.459, p<.001), 정의적 몰입

(r=.677, p<.001), 학습만족도(r=.742,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 학습환경은 인지적 몰입(r=.456, p<.001), 정의적 몰입(r=.483, p<.001), 학습만족도

(r=.668,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인지적 몰입은 정의적 몰입(r=.505, 

p<.001), 학습만족도(r=.582,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정의적 몰입은

학습만족도(r=.807,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구분 항목수 Cronbach's α

수업의질

수업내용 6 .945

상호작용 4 .865

학습환경 2 .826

학습몰입
인지적몰입 3 .728

정의적몰입 5 .893

학습만족도 14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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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의 질과 학습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인지적몰입, 정의적몰입)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학습 몰입과 학습 만족도의 영향 관계 연구를 통해 NCS 네일 미용을 배우는 학

생들의 수업 질을 향상시키고, 미용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표준직무(NCS)를 기반으로 한 교과 과정 개발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현장 실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요구

 미용 분야는 산업 현장의 실무 능력이 중요시 되는 분야이며,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함

 NCS는 국가적인 직업 교육의 기준으로써 그 영향력과 범위가 확대되어 미용 학원과 전문대

학에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음

 NCS기반 미용 교육을 통한 수업의 질이 학습 몰입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살펴봄으

로써 교육과정과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효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