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敎員敎育硏究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07, Vol.24, No.3, pp. 297～318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학습만족도
영향 요인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Teachers entering cyber Graduate School

김 민 희(중부대학교 전임강사)*

1)

요

약

본 연구는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요인은 성, 학교급, 직위, 경력, 학위소지 여부,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변인
이, 조직요인은 학습풍토, 지원환경, 강의설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결과는 첫째,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진학 동기는 대부분 원격교육을 통해 시간과 공
간에 제약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교원들의 학습 동기는 원격강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 동기는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
고, 강의설계에 대한 인식은 중등학교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이 높았으며, 학습풍토에 대
한 인식은 관리직에 있는 교사들이 일반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특성이 그들이 직면하는 수업사태를 다르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
는 것이다. 셋째, 학습만족도와 영향 요인간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성, 자기조절학습능
력, 학습풍토 변인이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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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교육의 방법과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 교원들도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규 고등교
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원격대학원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6개의 원격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교육관련
학과는 3개 대학원 8개 학과1)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원격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
해 준비하는 대학들이 많아짐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교원들이 원격교육 형태의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격교육의 양적인 팽창에 비례하여 ‘원격교육만’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원격대학원의 경우에는 최고 고
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습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책무성이 높다. 나아가 원격대학원에 설치된 교육관련 학과들은,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교원
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원격교육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많은 교원들이 원격연수를 통해 학습효과
가 향상되었으며(심숙영, 서혜전, 서영숙, 2002),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원격연수가 일반
집합연수에 비해 학생들의 기회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비용-효과는 높지만(남수경, 2003; 정인
성, 2003), 원격연수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교원들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송광용, 황혜영, 2005)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의 효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원격연수와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원격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거의 없다. 유평준(2003)이 S대학교 원격대학원 4개 전공 대학원생(교원 포함)
총1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의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
관련 변인을 탐색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연구대상이 교원에 한정되지는 않았다. 이 외
에도 ‘원격대학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원격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연구(최경애,
2002), 원격대학원 운영 개선방안 및 평가체계 연구(유평준, 2001; 이옥화, 2001; 안미리, 김미
량, 2001; 홍연선, 2004) 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원격대학원 구성원 특성에 따른 연
구는 부족하다. 이처럼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대학원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교육행정경영학과, 원
격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학과, 과학실업교육과),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원격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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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원격교육의 효과를 밝힌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격대학원생들의 특성을 밝히
고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원격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논의들은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초점을 둔 원격교
육기관의 운영적 측면(유평준, 2001; 안미리, 김재웅, 권성호, 김성식, 이종연, 노관식, 장상필,
2000; 조은순, 1999), 원격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측면(안미리, 김미량, 2001; 김영수, 송
화선, 1998), 교수-학습체제의 설계 측면(김민경, 노선숙, 1999; 박성익, 윤순경, 2000; 임정훈,
1998; 임철일, 1999)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어떠한 관점으로 원격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던지 간에,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데
서 출발하고 있다.
원격교육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은 그간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편이다.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학습자의 배경이나 특성과 관련된 요인,
교수설계 요인, 웹기반 교육 지원환경 요인, 웹기반 교육 운영자 및 교수자 요인, 학습내용
과 과제 요인 등을 들 수 있다(임정훈, 1999; 박인우, 1998; 서혜전, 2001; 임정훈, 이항녕,
2003; 유평준, 2003).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원격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
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성인학습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두 번째 한계는, 기존의 연구에 적용된 학습자 요인이 주로 개인적 차원의 변인이 대부분
이어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환경의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을 포함시켜 서비스의 질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liver, 1999; Mandell, et al., 1992). 교육만족도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
주되고 있기 때문이다(Astin, 1997; 권대봉, 오영재, 박행모, 손준종, 송선희, 2002; 한은숙, 김
종두, 2003). 이에 비해 원격교육에 대한 기존의 학습만족도 관련 연구에서는 조직요인에 대
한 관점이 배제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학습자 요인을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
격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원들의 학습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조직적 특성
이 모두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 원격대학원 B 교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교원
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학습만족도 영향요인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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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진학 교원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학습만족도는 어떠하며
교원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학습 만족도에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교원들의 특성이 반영
된 원격대학원 교육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원격대학원 운영의 질 관리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만족도와 원격교육의 효과
학습만족도란 연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 정도, 즉 학습자에게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내용이 최대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로 학습자
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학습자 개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며,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면에서 개인차를 나타내고,
출발점 행동, 선수학습 수준, 태도·동기 수준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Jonassen and
Grabowski, 1993; 서혜전, 2001).
원격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수업사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임정훈, 1999). 그 중에서도
학습자들이 인식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이나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
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만족도는 원격교육 교수-학습의
결과지표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주영주, 윤희숙, 2006). 따라서 원격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격교육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원격교육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차후 학습자가 해당 교수법을 다시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Stein, 1997). 물론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주로 학습
자들의 인식을 측정한 것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서혜전, 2001), 만족도 조사가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들로 인해 이견도 제시되고 있다(Theall and Franklin, 1996). 그러나 학습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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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이 학습자의 평가 자체의 타당성을 상쇄시킬 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평가결과를 형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결과가 유용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특정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분
석하거나 정책 입안시 학습만족도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영만,
1997; 송화선, 2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주영주, 윤희숙, 2006; 김양분 외, 2003).
원격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설립되어 대부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나 가정
을 가지는 성인학습자들이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전문분야의 전문성
을 획득하는 재교육의 형태를 띠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사회에서의 경험
축적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며(Darkenwald and Merriam, 1982; Knowles,
1980), 직장이나 가정을 가지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
에 학습동기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고(Leverenze, 1981), 현실적용적인 학습 성향
을 가지고 있어 배운 내용이 현업에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다(Brookfield, 1986).
일반적인 성인학습자와는 달리, 원격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원들은 대부분 고학력, 고경력
의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의 요구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격대
학원에 다니고 있는 교원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습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개인) 요인
원격교육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웹기
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웹기반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전략, 예컨대 동기유발전략, 상호작용 촉진전략, 인터페
이스 설계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정재삼과 임규연(2000)의 연구에서는 내적동기, 토론주제의 관련성,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정
도, 물리적 환경 등이 웹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서
혜전(2001)은 유아교육 관련 웹 기반 교육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
습자 요인군, 운영자 요인군, 교수설계 요인군, 지원환경 요인군으로 나누어 각 요인군의 상
대적인 영향력과 주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학습참여도와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학습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상호작용 설계와 동기설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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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훈과 이항녕(2003)은 웹기반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참여도, 성취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은 무엇이고, 그러한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학습효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자들
의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습동기 중 내적동기 등 학습자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학습효과를 설
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임정훈과 이항녕의 연구결과를 보다 확장하여 유평준(2003)은 원
격대학원 온라인 수업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의 세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참여도를 예측하는 변
인으로는 학업성취도, 학습방법에 대한 만족도, 학습전략 변인, 노력조절 및 주도, 수강 과목
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학습참여도, 시험불안, 노력조질 및 주도, 학습만족도
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동기적 변인, 도움구하기, 시연으로 규명되었다.
한건우와 이영준(2006)은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만족도와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학습 요인은 자기평가, 목표
설정 및 계획, 정보탐색, 사회적 도움, 자료 검토 등으로 나타났다. 주영주와 윤희숙(2006)은
공무원 직무교육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학습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
교육의 학습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
습내용의 신뢰성과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관련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학습자 집단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매우 보편적인 것임을 보
여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원격교육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은
연구자의 관심과 분석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자기조절학습과 태도, 의지 등을 포함
하는 동기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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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
원격교육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방체제 이론이나 학교 효과 이론들에 근거해 볼 때(김병성,
2001), 산출물로서의 학습만족도는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조직 환경의 영
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위 기관이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종합적으로
제시될 때 기관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를 고려하여 최근의 연구에서는 특정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개인’ 차원의 성과와
‘기관(조직)’ 차원의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장은정, 정영란, 서윤경, 2007; 한은숙, 김종두, 2003; 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05).
학습자들은 교육기관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직 요인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원격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에 대해 밝혀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혜전(2001)은 이를 지원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물리적 학습환경, 교
육상황 당시의 심리적 지원과 배려 환경,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서비스 등을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해보면,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요인은 개인적·심리적 지원환경의 특성이 강하므로 조직적 차원의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평준(2001)은 원격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웹 기반 원격교육프로그램의 교
육효과 및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평준은 학습자 만족도
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서 학습자 만족도
는 교수자와 학습자, 운영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내용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측
면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으로 행정 및 법·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학
술정보원(2001)에서도 사이버교육체제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사이버학습시스템 환경, 운영전
략의 질, 법적·제도적 지원 등이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정짓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1차적인 관심이 학습자보다는 ‘기관’ 운영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직요인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재삼과 임규연(2000)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계관련
요인과 환경관련 요인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설계요인에는 토론주제의 관련성과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정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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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중 상호작용 정도는 학습자 자신이 직접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는 않더라
도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 상호작용이 활발했다고 인식하는 대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
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Fulford and Zhang, 1993, 1994)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학습자가 지각하는 학습풍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습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한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또한 중요한
조직요인에 포함된다(정재삼, 임규연, 2000; Stein, 1997; Cheng et al, 199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 원격대학원 교육관련 B학과에 재학 중인 초·중등교원이다. 연구방법

～

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07년 10월 10일 20일까지이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통계처리된 대상은 178명이었다.

<표 Ⅲ-1>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빈도(%)
배경요인

배경요인
총 계

빈도(%)
178(100.0)

성별

경력

남

73(41.0)

10년 이하

9( 5.1)

여

105(59.0)

10 15년

14( 7.9)

15 20년

42(23.6)

20년 이상

113(63.5)

～
～

학교급
초등

57(32.0)

중등

121(68.0)

직위

학위소지

일반교사

59(33.1)

없음

부장교사(장학사)

95(53.4)

1개 이상

관리자(교감, 교장)

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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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원격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원들의 학습만족도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부분과, 이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각 변인들은 5 10문항으로 구

～

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원격교육 관련 전문가(교수, 운영자 등)에게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검증을 받았으며, 원격대학원생들과의 온라인 토론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만족도 검사 도구는 서혜전(2001)의 연구에서 개발된 만족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개발한 웹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학습만
족도는 전체적인 만족 정도, 학습내용 및 학습자원의 현업 적용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효과
에 대한 만족 등 총 10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요인으로
는 개인배경변인과 사회 심리적 변인을, 조직요인으로는 강의설계변인, 학습풍토변인, 지원환
경변인을 사용하였다. 개인배경 변인에는 성, 학교급, 직위, 경력, 석사학위소지유무가, 사회·
심리적 변인에는 자기조절학습변인과 학습동기변인이 포함되었다.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측정
하기 위하여 자기조절학습전략검사지인 MSLQ의 일부인 SRLS를 수정하여 사용한 서혜전
(2001)의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총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 동기는 임정훈과 이항녕
(2003)이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학습 동기는 과제인식 정도, 학습신념의 통제 등으로
구성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요인 중 학습풍토변인, 지원환경 변인, 강의설계 변인은 서혜전(2001)의 검사지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풍토 변인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원환경변인은 물리
적 환경과 이를 지원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정도를 총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강의설계 변인
은 원격강의에 대한 준비·자료·내용·인터페이스 등을 측정하는 총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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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영역
<배경변인>
<종속변인>
학습만족도

<표 Ⅲ-2> 질문지 문항구성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계
수(α)

성, 학교급, 직위, 경력, 석사학위소지유무
전반적인 만족도, 학습내용 및 학습자원의 현업 적용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도 등

10

.863

10

.898

<독립변인>
자기조절학습

수업준비도, 수업이해 및 활용정도 등

학습동기

과제인식 정도, 학습신념의 통제 등

5

.750

학습풍토

교수, 동료간 상호작용 정도, 학습자료실 활용 정도 등

8

.865

지원환경

물리적 환경, 원격강의 오류발생 지원환경 및 안내,
원격강의 사전교육 정도 등

5

.841

강의설계

원격강의 준비·자료·내용·인터페이스 등

10

.88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는 <표

～

Ⅲ-2>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

다. 각 변인별 신뢰도 계수는 .750 .898로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변량분석(ANOVA)을 통해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학습만족도와 영향 요인간의 관계는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 때 학습만족도에 가장 의미있는 영향 요인의 설명
량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선택방법(stepwise) 분석을 실시하였다(백순근, 2005). 단계선택방법은
독립변인간의 관련성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단계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보다 적합한 회귀방정식을 구하
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종속변인과 상관이 가장 높은 독립변인을 선정하여 몇 가지 형태의
회귀방정식을 작성하고 적합도를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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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분석 결과
가. 변인별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별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Ⅲ-3>과 같다. A 원격대학원 B학과의

경우, 성별로는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보다는 중등교사가 많았다. 직
위별로 보면 부장교사(장학사)가 제일 많았고, 20년 이상 교직경력자가 60% 이상을 차지하였
다. 학위소지여부별로 보면 석사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14% 이상을 차지하
였다. 원격대학원 교육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 원격대학원 교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교사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교사들이 승진(연구)점
수 확보에 필요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변인

<표 Ⅲ-3> 변인별 기술통계분석 결과
M
SD
비고

성

1: 남, 2: 여

학교급

Ⅲ-1> 참조).

1: 초등, 2: 중등

직위

1: 일반교사, 2: 부장교사(장학사),
3: 관리자(교감, 교장)

경력

1: 10년이하, 2: 10 15년, 3: 15 20년, 4: 20년 이상

～

학위소지여부

～

1: 없음, 2: 1개 이상

학습만족도

4.11

.497

자기조절학습

4.01

.536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
//

학습동기

4.02

.512

//

학습풍토

3.88

.552

//

지원환경

4.12

.660

//

강의설계

4.31

.496

//

종속변인인 학습만족도 평균은 4.11로 나타나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이 인식하는 원격교
육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인식 평균을 보면, 자기조절학습이
4.01, 학습동기 4.02, 지원환경 4.12, 강의설계 4.31로 높게 나타난데 비해 학습풍토 인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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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3.88로 낮게 나타났다.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은, 일반 성인학습자들과 마찬가지
로, 스스로 진학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높고 지원환경이나 자기조절학습도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원격강의를 통한 상호작용정도, 즉 학습풍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Ⅲ-4> 참조), 각 변인들은 대부분 상호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만족
도와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학습풍토, 지원환경, 강의설계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교사의 직위나 학위소지 여부 등은 교원들의 학습만
족도와 상관관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후 변량분석과 회귀분석과정에서 개인배
경변인보다는 심리적 혹은 조직요인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성

학교급 직위

<표 Ⅲ-4> 변인별 상관관계

경력 학위소지 학습만족 자기조절 학습동기 학습풍토 지원환경 강의설계

성

-

학교급

-.181*

-

직위

-.094

-.004

-

경력

.057

-.087

.458**

-

학위소지

-.043

.079

.441**

.211**

-

학습만족

-.124

-.054

.106

.073

.002

-

자기조절

.073

-.041

.041

.028

-.006

.549**

-

학습동기

.148*

-.029

.108

.152*

.067

.472**

.639**

-

학습풍토

-.016

-.047

.142

.070

.042

.587**

.495**

.496**

-

지원환경

-.134

-.082

.105

.158*

-.028

.486**

.467**

.363**

.584**

-

강의설계

-.025

-.170*

.032

.078

-.055

.551**

.614**

.525**

.639**

.677**

-

* p<.05 **p<.01

2. 개인배경변인별 인식차이 변량분석 결과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변량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

Ⅲ-5>와 같다.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차이는 각 변인별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동기 측면에서 성별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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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설계 측면에서는 학교급별로, 학습풍토 측면에서는 직위별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인
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교사보다는 여교사의 학습동기가 매우 높고, 초등보다
는 중등교사들이 원격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의 강의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일반교사나 부장교사보다는 관리직(교감, 교장) 교사들이 원격강의를 통한 상호작용 정도
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변인

<표 Ⅲ-5> 개인배경변인별 인식차이 변량분석 결과
학습만족도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학습풍토 지원환경

강의설계

남

4.19

3.97

3.92

3.89

4.23

4.33

여

4.07

4.05

4.08

3.87

4.05

4.30

F

2.739

0.931

3.960*

0.047

3.234

0.113

초등

4.16

4.05

4.04

3.91

4.20

4.44

중등

4.10

4.00

4.00

3.86

4.08

4.26

F

0.523

0.294

0.151

0.386

1.192

5.264*

일반교사

4.08

4.02

3.98

3.83

4.07

4.30

부장교사

4.10

4.00

3.99

3.85

4.10

4.31

관리직

4.28

4.13

4.20

4.14

4.33

4.36

F

1.517

0.699

1.796

3.026*

1.470

0.123

10년이하

3.82

3.80

3.71

3.60

3.69

4.02

10~15년

4.26

4.01

3.86

3.92

3.96

4.38

15~20년

4.08

4.11

4.04

3.90

4.14

4.32

20년이상

4.14

4.00

4.05

3.89

4.17

4.33

F

1.624

0.931

1.753

0.847

1.814

1.142

학위없음

4.12

4.02

4.00

3.87

4.13

4.32

1개이상

4.12

4.01

4.10

3.94

4.08

4.25

F

0.001

0.006

0.802

0.314

0.137

0.542

* p<.05

3. 학습만족도 영향 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
원격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원들의 학습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
학습풍토, 자기조절학습의 세 변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용하여 세 가지 회귀모형을 구하고 각 변인의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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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탐색하였다(<표

Ⅲ-6> 참고).

첫 번째 모형은 학습풍토변인만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구한 것으로 결정계수(R2) 값이 .341
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풍토 변인만으로 학습만족도 변량의 34.1%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형은 학습풍토와 자기조절학습 두 가지 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으
로, 이 두 변인으로 학습만족도의 42.6%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조절학습변
인의 설명량은 첫 번째 학습풍토 변인에서 증가한 8.5%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형에 의하면
학습풍토와 자기조절학습, 성의 세 변인으로 학습만족도의 44.3%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인의 설명량은 두 번째 모형의 설명량을 제외한 것으로 1.7%이다. 따라서
세 변인 중 학습풍토 변인의 학습만족도 변량 설명량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
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F값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회귀모형 모두 F값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표 Ⅲ-6> 연구모형별 검증
R

R2

F

1(학습풍토)

.587(a)

.341

92.013***

2(학습풍토, 자기조절학습)

.657(b)

.426

66.199***

3(학습풍토, 자기조절학습, 성)

.672(c)

.443

47.566***

세 가지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값(표준화된 β) 분석결과,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표

Ⅲ-7>), 이 세 변인은 전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낼 것임을 알 수 있다.

model
1
2

3

<표 Ⅲ-7> 중다회귀분석 결과
β
표준화된 β

t

sig.

9.552

.000

상수

2.065

학습풍토

.529

.587

9.592

.000

상수
학습풍토
자기조절학습

1.385
.377
.316

.418
.341

5.751
6.362
5.178

.000
.000
.000

6.334

.000

6.288
5.475
-2.506

.000
.000
.013

상수

1.588

학습풍토
자기조절학습
성

.368
.331
-.143

.408
.35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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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와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특성과, 선행연구결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원 교육관련 학과에 진학한 교원들의 특성을 보면, 여교사가 많고, 평균경
력이 20년 이상의 부장교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으며, 이미 1개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이러한 특성은, 원격대학원에 대한 학습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 점과 학습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원격대학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승진(연구)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대부분 부장교사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고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 업무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 출석 수업을 요구하는 일반(교육)대학원보다는 원격대학
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격대학원은 이들의 학습동기를 충족시켜주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도 원격대학원에 대한 학습만족도가 높지만 학교현장에서 필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원격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면 이들의 학습만족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은 학습동기, 학습풍토, 강의설계 변인에 대해 개인배경변인
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습자 특성이 그들이 직면하는 수업사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임정훈(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교육 학습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자기조절학
습, 학습풍토(상호작용)변인 등은 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원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높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대학원 운영 시 원격강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해야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대학원 입학 전에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원격강의 수강 과정에서 적
절한 피드백 제공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학습풍토 조성은 원격대학원 조직 운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
인이다. 교사문화의 대표적인 특성인 개인문화(Lortie, 1975)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반응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려운 원격대학원 과정에서 더 강화될 여지가 높다. 이러한 상황은 송광용
과 황혜영(2005)의 연구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송광용과 황혜영은, 초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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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원격연수 중 원하는 상호작용의 정도를 묻는 물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가 활발
한 상호작용보다는 약한 상호작용, 또는 아예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연수를 원하고 있다
는 점을 밝혔다. 특히 경력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 능력이 낮을수록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원격연수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풍토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다고 하였다. 학습풍토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각하는
정도이므로, 적극적인 학습풍토를 미리 조성하고 이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교원들의 개인문화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고경력 교사,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
사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원격대학원 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습만족도 영향 요인 중 학습동기와 지원환경, 강의설계 요인
은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동기가 다른 대상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Leverenze, 1981). 그러나 원
격대학원 진학 교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승진(연구)점수를 확보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강의설계요인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각 원격대학원에서 원격강의 지원환경을 충분히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만족도와 지원환경 변인 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원이 교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격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원들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주기적인 요구조사를 통해 교원들이 대학원 과정
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강의 시스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지원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중 특이할만한 것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성별 변
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교원들의 개인배경변인은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성,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풍토 변인은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직(교감, 교장)에 있는 여교사일수록, 자
기조절학습능력이 높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여교사일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여교사, 특히 관리직에 있는 여교사들의 원격대학원 진학이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
므로 이들이 원격강의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와 태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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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원격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인정받은 이후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그 효
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석사학위를 제공하는 최고 고등교육기
관으로서 원격대학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관련 학과들도 설치되어 교원들의 진학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격대학원 교육, 특히 교원들의 특성을 반영한 원격대학원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원격교육 효과의 핵심은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
를 높이는 것에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원격대학원 교육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는 먼저 학습만족도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
하여 본 연구는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
인과 조직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여 승진(연구)점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원격대학원 진학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학 동기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 본 연구 대상인 A 원격대학원 B 교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교원들의 분포를 보면, 여
교사가 많고, 평균경력 20년 이상이며, 부장교사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특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원격대학원 진학 교원들의 학습만족도는 4.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자기
조절학습, 학습동기, 지원환경, 강의설계 등에 대한 인식도 높았으나 학습풍토에 대해서는 낮
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들의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습 동기
는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고, 강의설계는 중등학교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이
높았으며, 학습풍토는 관리직에 있는 교사들이 부장 교사급 이하 교사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특성이 그들이 직면한 수업사태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교원들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풍토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습풍토 변인은 교원들의 학습만족도 변량의 34%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교원들은 상호작용을 크
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원격대학원의 경우 학습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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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인 학습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A 원격대학원 B 교육관련 학과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변인들
을 주로 교원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본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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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Teachers
entering cyber Graduate School

Kim, Min-hee (Joongb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teacher's learning satisfaction of
cyber graduate school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quality of
cyber graduate school. For this purpose, individual factor and organizational factors were use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the construct characteristics of teachers of cyber graduate school were twenty years beyond as
careers and school administrative position. There motivation of cyber graduate school has in acquiring
master's degree regardless of distance or location. Their motivation was not affecting their learning
satisfaction.
2) the results of conception difference with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 were that female
teacher's motivation was higher than male teacher's motivation, cognition of instructional design with
primary school teacher was higher than that of secondary school teacher, and that a common
teacher's cognition of learning climate was higher than that of administrative position's.
3)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learning satisfaction and affecting
factor show that the meaningful affecting factors are gender,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climate variable.

Key words : cyber graduate school, learning satisfaction, self-regulated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limate, organiz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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