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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의 그릿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C도 G군 소재 일 대학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그릿은 가족건강성(r=.230, p<.001) 및 학습만족도(r=.407,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가족건강성과 학습만족도,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378, p<.001). 가족건강성은 그릿과 학습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adj R2=.243). 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

는데 있어 그릿은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가족건강성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릿과 가족건강성 모두를 고려한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시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그릿, 가족건강성, 학습만족도, 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as a paramet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grit scale, 

family strength scale and learning satisfaction scale were applied to data from surveys conducted 

on 194 students recruited from a university in G gun, C provinc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trength in relation to grit and learning satisfaction using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amily strength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between grit and learning satisfaction. Therefore, it seems that gri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learning satisfaction through family strength.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importance of 

family strength for learning satisfaction and suggest that family strength should be included in 

developing learning satisfaction improv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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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사회적 거리 두

기의 단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 방식을 혼합하거

나 소규모 강의만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으로 운영하는 

등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오고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 방식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녹화

하여 업로드하거나 실시간으로 화상강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과목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동영상 프로그램과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 학습

이나 과제물 중심의 토의와 발표 같은 실시간 수업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다[1].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1990년대 이후 기업체와 대학

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인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왔으나[2,3], 갑작스런 

COVID-19의 확산으로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에서 온라인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마다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특히 실험 실습과 실기 교과목의 경우 온라인 교

육만으로는 제대로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학습

자들의 학습 만족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습만족도(learning satisfaction)는 학습자가 지

각하는 배움에 대한 욕구의 충족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데, 학습에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반응으로 학습과

정에 참여한 학습자의 종합적인 평가이다[4]. 학습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수자 관련 요인으로 

교수의 수업 성실도, 과제에 대한 피드백, 평가 공정성 

등과 학습자 관련요인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이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의 몰입과 지

속 여부에 영향을 준다[6].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들

은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지금처럼 예기치 못한 감염

병의 세계적 유행에 맞서 기존의 교육을 대체하고자 어

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학생의 학업지속, 학업성취 및 학습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그릿이 있는데, 그

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어려움이나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목표를 이루

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는 성격 특성을 말한다[7]. 선

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그릿은 학업 적응과 장기적인 성

취를 위해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으로[8] 환경과 상호작

용을 통해 변화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9].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는 직장과 학교

뿐 아니라 가족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교육 기관이 휴교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이 

운영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집에서 함께 머무르는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내 돌봄과 학습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커졌고 가족의 일상생활 구성 방식과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10].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

적으로 인식할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고[11] 적절

한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친밀도가 높다고 

느끼는 대학생은 자기통제능력과 자기관리능력, 목표설

정능력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이와 같이 가

족 간의 친밀성은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개념

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가족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

으로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

용을 이루는 삶을 영위하는 가족의 특성을 의미한다

[13]. 이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놓인 대학

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을 파악하여 가족건강성이 

온라인 수업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성

공적인 온라인 학습지도 전략 마련의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팬데믹 상황과 같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있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온라인 수

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각한 그릿과 가족건강성 및 학습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그릿과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

건강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학

습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의 그릿

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그릿, 학습만족도 및 가족건강성 정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그릿, 학습만족도,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의 그릿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33

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그릿과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건강

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의 그릿이 학

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독립변수는 그릿, 

종속변수는 학습만족도, 매개변수는 가족건강성으로 

Fig. 1과 같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2.1.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전국의 대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C도 소재 J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200명을 임의로 표집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연구의 목적과 내용, 동의서 작성의 방

법을 설명하였고 연구가 종료되면 설문지가 폐기처리 됨

을 고지하였다.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하여 G Power 

3.1.3을 이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1-β) .95를 유지하고 독립변수를 12개로 하였을 때 표

본수는 184명이었다. 설문지의 회수율과 누락 등을 고려

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194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그릿

본 연구에서는 Duckworth 등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 (Grit-O)을 이수란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14]. 이 척도는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6문항, 끈

기 있는 노력에 대한 6문항 총 12문항의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

였고 본 연구에서는 .65였다.

2.2.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높은 유대감을 바탕

으로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지지를 

주고받으면서 가족체계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 등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Ⅱ를 사용하였다[15]. 가족탄력성 7문항, 

상호존중과 수용 5문항, 질적 유대감 4문항, 경제적 안

정과 협력 3문항,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문항의 총 22

문항으로 구성된 5점척도로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2.3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란 학습자가 자신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

였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채워졌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혜승

[16]이 개발한 도구를 김혜영이 수정보완 한 10문항으

로 측정하였으며[17] 수정보완 후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89였다.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과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는 서술적 통계와 평균 및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으며, 그릿과 학습만족도, 가족건강성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은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 대상자는 여자가 157명(80.9%)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1학년이 81명(41.8%), 3학년이 61명

(31.4%), 2학년이 29명(14.9%) 순이었다. 자신의 성적

을 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6명(28.9%), 중은 95명

(49.0%), 하는 43명(22.2%)순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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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가족건

강성은 3.81±0.64, 그릿은 2.94±0.42, 학습만족도는 

3.53±0.57로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4)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Male 37(19.1)

Female 157(80.9)

Grade

1 81(41.8)

2 29(14.9)

3 61(31.4)

4 23(11.9)

Academic 
Achievement

high 56(28.9)

middle 95(49.0)

low 43(22.2)

Table 2. Level of Grit, Family Strength, Learning 

Satisfaction                     (N=194)

Variables M±SD Reference range

Grit 2.94±0.42 2.52~5.00

Family Strength 3.81±0.64 2.00~5.00

Learning Satisfaction 3.53±0.57 2.00~5.00

3.2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인 그릿, 가족건강성, 학습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릿과 가족건강성은 학

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릿과 가족건강성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변인은 모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Table 3에 제

시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Grit, Family Strength, 

Learning Satisfaction            (N=194)

Variables
Grit

r(p)

Family Strength

r(p)

Learning 

Satisfaction r(p)

Grit 1

Family 

Strength
.230(.001) 1

Learning 

Satisfaction
.407(.000) .378(.000) 1

3.3 그릿과 학습만족도 간 상관관계에서 가족건강성

의 매개효과

그릿과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의 방법론에 따라 

세단계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 확인을 위

한 Sobel test도 함께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지수는 2.11∼2.23으

로 독립성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

성 문제는 분산팽창지수가 1.00∼1.56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매개효과 방법론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그릿이 가족건

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48,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미치

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그릿이 학습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54, 

p<.001).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정 결과 그릿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460, p<.001), 가족건강성도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71, p<.001).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는 두 번째 단계의 회

귀계수보다 세 번째 단계 회귀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Learning satisfactions

Variables B SE β t(p) Adj R2 F(p) Z(p)

1. G->F .348 .106 .230 3.281(.001) .048 10.768(.001)

2.686(.007)
2. G->L .554 .090 .407 6.176(.000) .161 38.144(.000)

3. G,F->L .460 .088 .338 5.251(.000) .243 32.047(.000)

.271 .058 .301 4.671(.000)

Durbin-Watson: 2.11∼2.23, VIF: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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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릿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

족건강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3%였다. 매개변인인 가족건강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2.686(p=.0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4.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들의 그릿과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들의 그릿과 가족건강성은 학습만족도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 교직수업에서 그릿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18], 초등

학생의 그릿이 학업성취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

[19],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20]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건강성

과 학습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남이와 심문숙은 가족건강성이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

에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고[21], 나성윤, 조혜

정은 가족건강성이 성취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여[22] 본 연

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가족탄력성, 경제적인 안정과 

협력, 상호 존중과 수용 등의 요인을 포함하는 가족 건

강성은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을 증가시켜 학습만족도와

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릿과 가족건

강성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r=.230, 

p<.00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그릿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김옥과 이승철의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23,24]. 

연구결과 대학생의 그릿과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릿이 학습만

족도에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가족건강성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릿은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되며 노력의 꾸

준함과 흥미의 지속성으로 구성이 된다[7]. 이러한 그릿

이 학습만족도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지만[7, 18-20] 그 과정에 어떠한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릿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나 가족건강성이 독립변수로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김옥은 가족건강성이 심리

적 안녕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22] 이승철은 가족건강성이 성장마

인드셋을 매개로 그릿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4]. 모두 그릿이 종속변수로서 가족건강성

이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로 본 연구결과

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개인

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변인으로 특히 가

족과의 접촉이 잦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가족건강성

은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했을 것으

로 보인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학습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도 온라인 교육은 보편적인 학습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자

주 대화하고 가족의 통합과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건강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높은 그릿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건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릿의 효과가 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적 자기효능감, 학업 스트레스, 전공만족도가 제시되었

으며 이 중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25].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관심과 적성

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다

양한 교수법의 적용과 수업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스스

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릿을 

향상시키는 훈련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더

불어 대학생은 가족에 소속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으나 

발달단계상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찾

아 가고자 하는 시기이므로 이전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는 다른 질적 유대감을 높일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릿과 가족건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그릿과 가족환경을 포함한 가족건강

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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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대학생들의 그릿과 

학습만족도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족 건강성은 그릿과 학습만족도

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학습만족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학습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가족건강성과 학습만족도는 청년기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에 공헌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

어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그릿,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온라인 학습환경이라는 특수

한 상황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족건강성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릿과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

는 다른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학습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변수들을 고려하

여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추후에는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포함한 반복연구와 그

릿과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과 효과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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