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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 분석
최지혜1)
요약
이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를 분석하기 위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318명이다. 척도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최종 3요인, 13문항을 확정하였고, 하위요인은 학업적 상호작용, 개인적 상호작
용, 일반적 상호작용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90이며,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하위
요인들은 서로 적절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이론적 가정에
따라 단일차원과 다차원모델을 구성하고, 경쟁모델비교를 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는 단일차원보다 다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가 다차원구조로 이루어진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
다.

주요용어 : 교수학생 상호작용, 타당도, 요인구조

1. 서론
대학생활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교수자 특성, 교수학생 관계,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교수학생 관계는 학습자의 성장
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학교에 대한 만족감, 학습에 대한 열의, 개인적 안녕
감, 진로 및 학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Kim & Sax, 2009). 교수자와 학습자의 긍정적인 관계는 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정서, 행동,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중단의 위기를 줄이며(Davis, 2003), 대
학 이후의 학업이나 직업적 탐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Dika & Singh, 2002). 반면,
이들의 부정적인 관계는 교수학습의 질적 저하를 이끌고, 교수자 및 학습자의 개인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교수학생 간 긍정적 관계가 학습과정 및 학업성취,
개인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습장면에서 중요한 요
소로 고려될 수 있다.
학습경험의 국제 연구(NSSE, 2009)에 따르면,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효과
적인 수업의 벤치마크 중 하나로, 대학경험의 질을 나타낸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러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정
의적, 인지적 발달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포함한다(Pascarella &
Terenzini, 1991, 2005). 이러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이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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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보다 열의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성공을 이끌게
된다(Kuh & Hu, 2001). Rosenthal et al. (2000) 또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및 진로에 보다 동기부여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Anaya
and Cole(2001)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적은 비율의 학생들(19.7% 혹은 그 이하)이 교
수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및 면담시간을 이용한 전통적 상호작용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대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을 넘어 최근의 변화된 교수학습 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반
영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상호작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상황에
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문제나 상황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이모티콘과 같은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감
정표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호작용은 다양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발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다(Kang, 1998). 학생들도 면담시간을
이용한 교수학생 상호작용보다 이메일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Li & Pitts, 2009). 학생들은 시
대적으로 유행하는, 보다 자유로운 방법이나 기술을 선호한다(Jafari et al., 2006). 정
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웹기반 상호
작용은 형식적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전통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온라
인 학습상황에만 초점을 두고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교수학생 상호작용 연구는 초기 교실 내 행동을 연구하던 것에서 나아가 현
재는 학업관련 내용 뿐 아니라 개인 및 진로관련 상호작용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Anaya and Cole, 2001; Kim,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 뿐 아니라,
개인적 문제에 대한 조언, 이해와 격려, 교수자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점차 종
합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능동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동향을 반영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측정 도구가 교육 실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도구의 심리측정적 속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가정에 따라 요인구조를 가정하고, 이러한 차원성에 대해 심도 있는 분
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척도의 구성요인과 차원성에 대한 분석은 도구의 안정성 확인
에 기여하며, 개발된 척도가 교육장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 내적 요인구조 확인을 통해 척도의 안정성과 차원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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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 중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자와 학습자간 이루어지는 피드백으로 구성
된다(Moore and Kearsley, 1996). 초기 교수학생 상호작용 연구들은 주로 형식적 상
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Fraser, 1994; Fraser and Walberg, 1991). 즉, 교실 내
교사의 행동을 연구하여 의사소통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다수의 연구
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Astin(1977)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발달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Pascarella et al.
(1987)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학업수행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
한 연구에서 지식, 수학, 문제해결능력, 발화능력, 학업수행의 향상 등 교수학생 상호
작용의 이점을 보고하였다(Endo and Harpel, 1982; Terenzini and Pascarella, 1987;
Astin, 1993). 이후 연구자들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ndo and
Harpel(1982)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4가지 요소로 구분했는데, 형식적 상호작용의 빈
도, 비형식적 상호작용의 빈도, 교수자 조언, 교수자 도움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형
식적 상호작용은 수업 전, 중, 후에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수업 내용이나 과제, 시험
등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이 있
기는 하나, 다른 상호작용 방법에 비해 학생들이 경험하기에 용이하다. 비형식적 상호
작용은 교실 내 상호작용에 비해 개인적이며, 수업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
능하다. Astin(1993) 또한 이러한 비형식적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수업이외의 토론이나 대화를 통한 비형식적 상호작용 경험 확
대를 강조하였다. Kim and Sax(2009)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연구관련 상호작용과
수업관련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관련 상호작용은 연구 활동과 관련된 자원
봉사, 학점, 급여 등을 의미하고, 수업관련 상호작용은 교실 밖이나 교실 안 혹은 이
메일을 이용하여 수업 관련해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형식적 상호
작용과 비형식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탐
구하고자 하며,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상호작용의 범위와 내용은 형식적 상호작용과 비형식적 상호
작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2.2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도구
Endo and Harpel(1982)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호작용의 질은 학업 및 진로 관련 조언의
호작용의 유형은 교수자 도움(접근성, 도움정도), 형식적 상호작용
관련 상호작용의 빈도), 비형식적 상호작용 빈도(학업지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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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언의 빈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후 Kim(2010)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학업적
상호작용과 개인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형식적, 비형식적 상호
작용과 비슷하다(Endo and Harpel, 1982; Kuh and Hu, 2001; Pascarella, Terenzini,
Hibel, 1978; Umbach and Wawrzynski, 2005). 학업적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의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피드백, 학습과정이나 학습기술 향상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이루
어져 있고, 개인적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의 발전에 대한 관심 및 격려와 지지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Anaya and Cole(2001)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험을 측정하였다. 교수학
생 상호작용의 질은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이해와 격려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을 측정한다.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학업 및 개인적 내용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격려를 받고, 이러한 격려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어렵지 않게 교수자와 연락할 수 있
는 경우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의 경험은 학업적, 개인적, 일반적 상호작용에 대해 측정한다. 예시 문항은 학업적 상
호작용의 경우 ‘과제에 대해 교수자와 논의한다’, 개인적 상호작용의 경우 ‘개인적 문
제를 교수자와 논의한다’ ‘진로에 대해 교수자와 논의한다’이고, 일반적 상호작용은 ‘수
업 후 교수연구실을 방문한다’ ‘연구실 방문예약을 한다’와 같다. Cokely et al. (2004)
는 Student-Professor Interaction Scale (SPIS)를 이용해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는데,
하위 요인은 진로가이드, 캠퍼스 밖 상호작용, 친근성, 접근성, 부정적 경험, 신뢰상호
작용, 배려, 연결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조홍식조남홍(2008), 김혜정한송이
(2010), 오경록신연지(2011)의 연구에서 Wubbels and Levy(1991)의 이론을 토대로
Newby, Rickards, Fisher(2001)가 제작한 교사-학생관계 척도를 재구성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더십, 친근감, 이해, 학생 책임감, 모호함, 불만족, 꾸짖음, 엄격의 하위 요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교수자의 행동 특성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지각을 측정한다. 이러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와 하위
요인이 다음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와 하위 요인
연구자
Endo and Harpel(1982)
Millem and Berger(1997)
Pace and Kuh(1998)

도구
Student-Faculty Interaction
Early Collegiate Experiences
Survey (ECES)
College Student Experience
Questionnaire(CESQ) 3rd
edition

Ellett, Loup, Culross,
McMullen, and Rugutt
(1997).

Student-Faculty
(SFI)

Cole (1999)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teraction

하위요인
형식적 상호작용, 비형식적 상
호작용, 교수자 도움, 교수자
조언
상호작용, 비상호작용, 지각된
도움
일반적 상호작용, 학업적 상호
작용, 개인적 상호작용
단일요인
학업조언, 개인적 조언, 일반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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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도구

하위요인

Anaya and cole(2001)

Student-Faculty Interaction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
교수학생 상호작용 경험(학업적,
개인적, 일반적)

Cokley et al. (2004)

Student Professor Interaction
Scale

진로가이드, 캠퍼스 밖 상호작용,
친근성, 접근성, 부정적 경험,
신뢰상호작용, 배려, 연결성

조홍식조남홍(2008)

Wubbels & Levy(1991)의
교사학생관계 척도와 지은림,
김성숙(2004)의 설문지를 재
구성함.

친밀감, 신뢰감, 개방성, 성실성

김혜정한송이(2010)

Fisher(2001)의 교사학생관계
척도와 조남홍(2008)의 설문
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신뢰성, 친밀감, 성실성

Kim(2010)

Student Faculty Interaction

학업적 상호작용, 개인적 상호
작용

Sagayadevan and
Jeyaraj(2012)

Newby, Rickards,
Fisher(2001)의 교사학생관계
척도와 조남홍(2008),
한송이(2010)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Lecturer-Student Interaction
(LSI) Questionnaire

Lambert et a. l(2012)

Student-Faculty Interaction

오경록신연지(2011)

친밀감, 신뢰감

학업적 지원, 정서적 지원
자율성, 구조제공
좋은 교사 경험, 명확한 교수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활 중 학습자가
경험한 일반적인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집방법은 임의표집을 이
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수는 318명이었다. 응답자 분포는 성별로 남성 108 여성 210
이었고, 평균연령은 21.9세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76명, 2학년 134명, 3학년 57명, 4학
년 51명이었다.
3.2 측정도구 개발
3.2.1 개념정의 및 요인구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요인을 탐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대학생활 중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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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였다. 과정은 (1)개념정의 및 요인구성, (2)예비문항 개발, (3)예비
검사, (4)본검사 순으로 이루어졌다(DeVellis, 1991; Netemeyer, Bearden, Sharma,
2003). 하위 요인은 Endo and Harpel(1982), Anaya and cole(2001), Cokley et al.
(200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공통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요인은 학업적 상호작용, 개인적 상호작용, 일반
적 상호작용이다. 학업적 상호작용은 학습과 관련하여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교수자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교수자의 이해와 격려, 조언을 통해 상호작용하
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반적 상호작용은 교수자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구실 방문 등을 통해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3.2.2 예비문항 개발
예비문항은 학습자에게 일반적인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묻는 내용들로 구성
되며, 그 내용의 범위는 학업, 진로, 개인적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웹기반
교수학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 온라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 제작 후 교육학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내용타당도 확인 후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예비검사를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3.2.3 예비검사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대학생 147명을 임
의 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후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
였고, 내적 합치도 분석 결과, 전체 검사와의 합치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후, 하나 이상의 요인에 부하되거나 선행연구에 따른 해당 요인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문항은 모두 삭제하였다.
3.2.4 본 검사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토대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를 수정하고, 본 검사를 실시
하였다. 본 검사 자료 분석은 문항과 척도의 통계, 신뢰도,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의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해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를 확인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하위 요인은 학업적 상호작용, 개인
적 상호작용, 일반적 상호작용의 3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척
도의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문항개발 과정과 문항 예시는 다음 <표 3.1>,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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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개발과정
과정
1. 요인구성
2. 문항개발

3. 예비검사

4. 본 검사

내 용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업적, 개인적, 일반적 상호작용 선정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환경을 반영하여 예비 27문항 작성
교육학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대학생 147명 임의표집 후 예비검사 실시
신뢰도 및 요인분석 후 문항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반영해 14문항 삭제
(이중부하문항 삭제 - 시험 및 학습방법관련 논의 문항)
(해당요인에 부하되지 않는 문항 삭제- 학교생활 및 개인문제 논의 문항)
대학생 318명 임의표집 후 본 검사 실시
내적합치도와 요인분석을 통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학업적, 개인적, 일반적 상호작용 요인구조 확인
<표 3.2>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예시

요인

예시 문항

문항 수

학업적 상호작용

나는 수업 후 교강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 문의한다

5

개인적 상호작용

나는 교강사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격려를 받는다

4

일반적 상호작용

나는 이메일로 교강사와 의사소통한다

4

3.3 요인구조 분석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3개의 경쟁모델을 설정하였다. 단일
차원모델과 다차원모델을 이용하여 차원성을 탐색하였다. Model 1은 단일차원모델로,
각 문항이 단일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모델이다. Model 2와 Model 3은 다차원구
조로, Model 2는 상관특성 모델이다. 상관특성 모델은 비슷한 내용을 측정하는 다양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간 상관이 높아지면서 다중요인이 추출되는 구조이
다. 그러나 이는 측정 모델이 아니어서 하나의 일반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Model 3은 이인자모델(Holzinger and Swineford, 1937; Schmid and Leiman, 1957)로,
각 문항이 일반요인과 그룹요인에 부하되는 잠재 구조이다. 이인자모델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공통문항분산을 설명하는 단일 차원이 있고, 둘 또는 그이상의 직교 그
룹요인을 가정해 추가적인 문항의 분산을 설명한다. 이인자모델에서는 문항과 상위요
인(일반요인)간 직접상관을 가정하여 직접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ise,
Moore, and Haviland, 2010). 심리측정적 속성을 탐구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은 단일 구
인에 대해 알고자하는 동시에 다차원성에 대해서도 알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
이인자모델은 중요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Reise, Moore, and Haviland, 2010). 3개
의 잠재변인 모델은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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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개의 잠재변인 모델

3.4 분석방법
먼저 예비검사 및 본 검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
요인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추출 시 KaiserMeyer-Olkin 의 표집 적절성 측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 Bartlett 의 구형
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내적 요인 구조 확인을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수추정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척도의 내
적 구조 적합도 확인을 위해 사용한 기준은 절대적합지수 χ²과 RMSEA, CFI, TLI
이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도구는 SPSS 19.0과 Amos 20.0 이다.

4. 연구결과
4.1 척도개발 및 타당화
먼저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다. <표 4.1>에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1에서 5까지의 반응 범위를 보이며, 평균 점수는 학업적 상호작용이 2.99에서
3.66, 개인적 상호작용이 2.58에서 2.81, 일반적 상호작용이 1.93에서 2.06으로 나타났
다. 신뢰도는 학업적 상호작용 .87, 개인적 상호작용 .88, 일반적 상호작용 .7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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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기술통계량
요인

학업적 상호작용

개인적 상호작용

일반적 상호작용
전체

문항

범위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3.21
3.58
3.66
2.99
3.22
2.77
2.69
2.81
2.58
2.05
1.93
2.06
1.96

0.99
0.89
0.93
0.95
1.07
0.96
1.06
1.02
0.98
0.99
0.78
1.10
0.97

Cronbach’s a

.87

.88

.70
.90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내적 구성요인을
알아보았다. 요인분석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표집의 적절성 측도와 구형성 검정치를
확인하였는데, KMO가 .807 χ² =2579.805 (df=78, p=.000)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 간 상관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함을 시사한다.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고유치 1 이상 되는 요인이 6개 추출되었고 누적 설명 분산은 73.5% 였
다. 문항 검토를 통해 두 개의 요인에 공통으로 부하되거나 공통요인과의 부하량이 .4
이하인 문항(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해당 요인의 특성에 부하되지
않는 문항은 삭제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13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는 .90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습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교수자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받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요인명은 개인적 상호작용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학업에 대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요
인명은 학업적 상호작용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요인명은 일반적 상호작용
으로 명명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누적 설명 분산은 66.5% 로 나타났다. 최
종 산출된 요인구조와 요인행렬은 <표 4.2>와 같다.
다음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4.3>
을 보면,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3개 하위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43에서 .59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학업적 상호작용과 개인적 상호작용, 일반적 상호작용 모두 내
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으로써 서로 적절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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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1

요인2

8

나는 시험과 관련해 교강사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844

6

나는 학업성취와 관련해 교강사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790

7

나는 교강사로부터 과제와 관련된 격려를 받는다

.780

9

나는 교강사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격려를 받는다

.665

3

나는 교강사에게 과제에 대해 문의한다

.828

2

나는 교강사에게 시험에 대해 문의한다

.820

1

나는 교강사에게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803

5

나는 수업 후 교강사에게 이해안되는 내용에 대해 문의한다

.715
.668

요인3

4

나는 공부하다 이해안되는 내용을 교강사에게 문의한다

13

나는 전화를 이용해 교강사와 의사소통한다

.821

11

나는 이메일을 이용해 교강사와 의사소통한다

.676

12

나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교강사와 의사소통한다

.636

10

나는 연구실을 방문해 교강사와 의사소통한다

.481

누적
설명
분산

25.7%

49.6%

66.5%

<표 4.3>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내적상관관계
요인

학업적 상호작용

학업적 상호작용

1

개인적 상호작용

.590**

일반적 상호작용

**

.433

개인적 상호작용

일반적 상호작용

1
.565**

1

* p < .05, ** p <.01. *** p <.001.

4.2 요인구조 분석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경쟁모델을 설정한 후, 확
인요인분석을 실시해 이들을 비교하였다. 단일차원의 경우 다차원모델에 비해 모델적
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단일차원보다 다차원의 그룹요인
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차원모델 비교에서는 상관모델에 비
해 이인자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각 문
항들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일반 요인과 함께 학업적 상호작용, 개인적 상호작용,
일반적 상호작용의 그룹요인을 적절히 예측함을 의미한다. 각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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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교수학생 상호작용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델

χ²

모델 1 (단일차원 모델)
모델 2 (상관 모델)
모델 3 (이인자모델)

468.05***

df

χ²/df

TLI(>.90)

CFI(>.90)

RMSEA(<.08)

65

7.20

.56

.64

.20

***

62

1.60

.95

.96

.06

***

53

1.51

.96

.97

.05

99.27
80.43

* p < .05, ** p <.01. *** p <.001.
Note.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4.5> 교수학생 상호작용 모델의 요인구조 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표준요인부하량(
표준요인부하량(
표준요인부하량
표준요인부하량
상관계수
일반요인)
그룹요인)
1
.548
.844
.645
.548
2
.491
.902
.605
.678
학업적 상
.375
3
.470
.869
.543
.701
호작용
4
.516
.596
.486
.355
5
.817
.829
.406
.228
6
.805
.846
.636
.568
개인적 상
7
.837
.873
.699
.525
.318
8
.853
.889
.740
.482
호작용
9
.613
.732
.721
.399
10
.600
.688
.549
.458
일반적 상
11
.556
.643
.460
.460
.236
12
.481
.890
.474
.407
호작용
13
.397
.441
.506
.843
Note. 학업적 상호작용(학업적 상호작용⟷개인적 상호작용)=.375; 개인적 상호작용(개인적 상호작용⟷일반
적 상호작용)=.318; 일반적 상호작용(일반적 상호작용⟷학업적 상호작용)=.236
문항

적합도 검증 결과, 모델 1(단일차원모델)의 경우 χ²값은 468.05(df =65, p〈 .001),
표준 χ²값은 7.20이었고, TLI .56, CFI .64, RMSEA .20 으로 나타났다. 적합지수인
CFI와 TLI는 .90이상일 때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Hu & Bentler, 1999), RMSEA
는 .08이하일 때 양호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Hoyle & Panter, 1995). 이를 토대로 볼
때, 단일차원 모델의 경우 적합도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델2(상관 모델)의 경우 χ²값은 99.27(df = 62, p〈 .001), 표준 χ²값은 1.60, TLI .95,
CFI .96, RMSEA .06 으로 적합도 지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델3(이인자 모델)의 경우 χ²값은 80.43(df = 53, p〈 .001), 표준 χ²값은 1.51, TLI .96,
CFI .97, RMSEA .05 로 적합도 지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χ²값
의 차이를 보면, 모형 2와 모형 3의 적합도 차이는 18.84로 자유도가 9일 때 유의확률
.01 수준의 임계치 21.66 보다 작게 나타나 자유도 감소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모형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적합도 지수값을 비교한 결과, 모형 3이 가장 자료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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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요인부하량의 경우에도, 모델 1에 비해 모델 2, 3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
차원 모델 문항이 척도를 보다 잘 설명하는 측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
고).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단일차원보다는 다차원모델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고,
다차원모델 중에서도 이인자모델에 의해 구조가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 및 타당
화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ndo and Harpel(1982), Anaya and Cole(2001), Cokley et al. (200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
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온라인을 이용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업적, 개인적,
일반적 상호작용의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하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있어 학업적, 개인적, 일
반적 상호작용이 주요 요인으로 기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내
적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urphy and Davidshofer, 1988). 개발된 척도의 안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적 요인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단일차원모델과 다차원모델의
경쟁비교 결과, 다차원모델이 보다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
수학생 상호작용의 다차원 요인구조를 제시한 Endo and Harpel(1982), Anaya and
Cole(2001), Kim(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본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가
다차원구조로 이루어진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학업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개인적 상호작용과 일반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척도를 구성
하였다. 하위 요인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개인적 상호작용과 일반적 상호작용에
비해 아직도 학업적 상호작용의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주로 수업이나 과제, 시험과 같은 학업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있어 학업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통한 지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성장과 발달 또한 중요하다(Astin, 1993). 이를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조언 뿐 아니라 진로와 개인적 문제에 대한 격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상호작용
기회 증진을 통해 학습자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연구는
형식적인 학업적 상호작용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경험을 토대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적 효과를 측
정하고자 하는 연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 차
원을 설명함으로써, 학업 및 진로, 개인적 문제 관련 상호작용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
으며, 개인적 상호작용과 일반적 상호작용을 통해 추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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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수학생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통해 현 상태
를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점차 온라인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
존 척도는 면대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측정을 하여, 급변하는 교수학습
환경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즈음은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이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Chou, 2001; Klassen and Vogel, 2003). 더욱이 이러한 매체는 시공
간적 제약을 덜 받기에, 학습자가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상호작용에 대한 동
기부여도 높일 수 있다. 요인별 평균에서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상호작용
의 평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호작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패턴과 대응방
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시공간적 편리성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소통까지 가능한 장소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학습자의 경험과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교수학습 상호작용에 적절히 활용한
다면,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에 반영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경쟁모형비교를 통해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의 차원성과 도구의 실제적 유
용성을 탐색하였다. 경쟁모형 평가는 가능한 여러 대안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
한 후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므로, 단일모형이나 수정모형에 비해 보다 자료에 적합한
대안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척도 개발 시 구인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단일차원과 다차원성에 대한 탐색 연구는 그동안 매우 부
족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확인요인분석을 이용해 척도의 차원성을 탐색한 이 연구
는 검사 결과의 해석과 구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이인자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비교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이인자모델은 척도의 차원
성 탐색에 있어 타당하고 유용한 선택이다. 이인자모델에서는 각 문항이 단일 잠재특
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하위그룹요인을 반영하는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일반요인과 그룹요인은 서로 동등한 개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어 연구자는 다차원
성과 동시에 단일잠재요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Reckase (2009) 또한 척도
의 차원성 탐색에 있어 이인자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척도의 심리측정
적 속성에 대한 탐색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 장
면에서 도구의 실제적 유용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변화하는 교수학습 환경과 학습자의 패턴을 반영하여 교수학생 상호작
용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
구대상의 지역분포와 비중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집단 차이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경험과 질을 함께 제시하고 있
다. Endo and Harpel(1982), Anaya and Cole(2001)은 상호작용의 질로 학업 및 진로
관련 조언의 정도와 도움의 용이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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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일반적 상호작용’의 요인을 이용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추
가적 탐색이 필요하겠고, 이를 통해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전체 도구의 신뢰도가 .90인 반면, 일반적 상호작용 하위 척도의 신
뢰도는 .70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일반적 상호작용 구성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문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은
도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학습자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이다. 이 연
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가 후속 연구를 통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최근
의 변화된 교수학습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3월 14일 접수, 2016년 4월 12일 수정, 2016년 5월 23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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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faculty student interaction scale
Jihye Choi1)
Abstract
This study tested the validity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Faculty student interaction scale.
Participants were 318 university students. Psychometric evaluation included item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All item-total correlations
were above the recommendation of .40. The internal consistency for faculty student interaction
sub-scales approached adequate reliability ranging from .70 to .88. Exploratory factor analyses
suggested three scales to measure faculty-student interactions: (1) academical interaction, (2)
personal interaction, (3) general interaction. This study tested thre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to provide validity evidence based on its internal structure. Results revealed that
faculty student interaction consists of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a bifactor model, provided
the best fit to our data. The results support the utility of the faculty student interaction scal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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