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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S 사이버대학교에서 “사이버학습의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사한 설문 결과 684부
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가 양호한 수준(x²=1104.289,
df=196, CFI= .92, TLI= .90, RMSEA= .08)으로 나타나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
성(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
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
습전략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셋째, 학습전략은 교수
실재감(β = .65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035, p< .001). 넷째, 교수
실재감은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 .001). 다섯째,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에서 개별 학습
자의 학습전략 및 교수 실재감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이러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학
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설계와 수업운영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학습자 특성,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 사이버대학,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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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이버대학은 2000년에 최초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1년 12월 기준으로 18개 학교
에 총 9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이버대학에서는
수업, 과제, 시험과 같은 대부분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러닝으로 진행된다. 사이버대학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자의 통제권이 포함된 환경의 구축과 같은 특화된 지
원체제가 요구된다(박인우, 2004; 신명희, 2002).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보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최적의 교수학습 전략을 활
용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 특성은 ‘정보를 처리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과
정에서 보이는 개별 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 태도, 선호도 차이’를 의미한다(Jonassen
& Grabowsky, 1993).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뿐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학습자가 보이는 지식, 태도, 선호도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학습자 특
성은 이러닝에서 과제 수행 및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Dabbagh, 2007; Kerr, Rynerson & Kerr, 2006; Li, 2002).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특성(강명희 외, 2008; 구교정, 2005; 김경
화, 2001; 김미영, 최완식, 이규녀, 2008; Dixon, 2000; Golladay, Prybutok, & Huff, 2000)중
에서도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대학의 이러닝 콘텐츠에서 차시별 학습목표의 제시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학
생들이 보유한 학습목표지향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는 학사 일정에 따른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자기주도
적 학습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러닝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Garrison, 2003; Sloan Consortium, 2004). 또한, 사이버대학
에서 학습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교수자를 접하고 이러닝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LMS)으로 구성된 매체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되므로 컴퓨터 자기효
능감이 요구된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이러닝에서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영수, 계보경, 2001; 오윤진, 1999; Compeau & Higgins, 1995;
Karsten & Roth, 1998).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전
략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전략의 활용은 성공적인
학습의 기본전제가 된다고 보고되었다(홍성연, 2009; Beaudoin, Kurtz & Eden, 2009;
Dabbagh, 2007).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러닝 학습전략의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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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를 높이고(Shih & Gamon, 2001), 중도이탈을 감소시키는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Zielinski, 2000). 서울 소재 S 사이버대학의 경우, 매학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학습 준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수업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technology)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학습활동과 관련되는 직접
적인 전략은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박종선, 2009).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닝에서 학습전략 활용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 활용에 대한 연
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필수적인 학습자의 총체적 특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이러닝이라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규정
한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자 특성이 학습
전략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수 실재감은 이러닝 학습자 개인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교수적 배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은현, 2007).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
실재감이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학급소속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고은현, 2007; 김지심, 2009; 최선용, 2008; Arbough & Hwang,
2006; Garrison & Cleveland-Innes, 2005; Shea, Li, & Pickett, 2006; Swan, 2004).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닝에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려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은현, 2007; 박인
우, 2004). 교수 실재감 개념을 통해 사이버대학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지각을 하는지 측정하고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
악함으로써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학습자의 학습전략 활용이 교수 실재감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하여 최근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이버
대학에서는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목 내용에 따라 사전 설계된 콘텐츠에
의존하여 일방적인 수업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향아, 이영, 2010). 소규모 수
업을 제외하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수업 운영에 있어서도 교수자가 학습자에
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이는 경우가 많다. 다인수 학생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대학의 면대면 수업의 한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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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환경의 사이버대학 수업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대학 수업에서 가능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러닝
환경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이 우수한 교육의 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의
구심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사이버대학 이러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래한
우수한 교육적 방법이라는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적의 교수 환경 제공을 위하여 개별 학습
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교수자에 대한 인식과 지각 수준이 어떠한지,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떠한 행
태를 보이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특성과 교수 실재감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전략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 및 교수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과 관
련된 선행 연구의 관심사에서 더 나아가 관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즉, 개별 학습자
가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활용하는 학습전략과 이에 따른 교수자에 대한 지각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습전략, 교수실재감이 이를 매개하는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각 연구 문제에 따라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
지속의향)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은 어떠한가?
<가설 1.1>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의 하위 요인인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의 하위 요인인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은 적
합할 것이다.
1.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가설 2.1> 학습목표 지향성은 학습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 140 -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의 관계 규명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전략이 교수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가설 3.1> 학습전략은 교수 실재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교수 실재감이 학습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가설 4.1> 교수 실재감은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교수 실재감은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교수 실재감은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은 학습자 특성(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학습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지속
의향)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가설 5.1>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
로 하여 학습효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대학 학습자 특성

사이버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
이 수행된 바 있다. 사이버대학에서 성공적인 이러닝을 수행하는 학습자는 자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학습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을 위한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매체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규명되었다
(홍성연, 2009; Dabbagh, 2007).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이러닝
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특성을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
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학습목표 지향성은 학습 내용의 숙달에 관심을 두고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여 자신
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명희, 2002; Printrich & Shunk, 2002).
학습목표 지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으로서 노력 및 지속성을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Kaplan & Midgley, 1997), 학습된 정보에 대한 파지(Elliot & McGregor,
1999), 자기효능감(Kaplan & Maehr, 1999), 동료 학습자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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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응적 학습 결과(Levy, Kaplan, & Patrick, 2004)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학습목표 지향성과 학업 성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들은 대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현주, 차정은,
김태은, 2006; Brookhart, Walsh, & Zientarski, 2006; Kaplan & Maehr, 1999), 대학에서 수행
된 연구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Harackiewicz et al., 2000).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Zimmerman, 2000; Zimmerman & Risemberg, 1997). 학습자들이 이러닝 환경에서 성공적
인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를 보유해야 한다
(Garrison, 2003). 이러닝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면대면 수업보다 상호작요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이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들과 물리적·사회적으로 분
리되어 있으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닝 환경의 교수학습 상
황에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을 지
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는 이러닝 학습자들이 보유해야 할 중요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Compeau & Higgins, 1995). 컴퓨터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단순한 작성 능력 보다는 과업
의 달성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내적 통제와 관련된다. 이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는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이러닝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한은주, 정인성,
2002), 컴퓨터 사용능력이 이러닝에서 학업성취 및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Dellana,
Collins & West, 2000)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통적인 강의실 수업에서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 사용능력은 이러
닝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배경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특성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평준(2003)
은 원격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관련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참여도, 시험에 대한 불안감, 학습에 대한 노력 및 주도
력을 도출하였다.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요인과 관련하여
Grabowski와 Pusch(1990)는 학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동기 수준이 학습 효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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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지속의향은 학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교수자, 학습자, 대학 기
관에 이러닝을 통한 학습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학습지
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내재적 동기, 성취 욕구, 자아개념 등과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과 관련된 요인들은 학습 지속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내재적 동기를 지니고, 성공적인 학습에 대한 확신을 지닌 학습자는 학습을 지속할 가
능성이 높다(Morris et al., 2005).
학습자 특성 중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Parker(1999)는 성공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적동기, 자기효능
감, 자기주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시간관리 능력과
같이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경
우에 학습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Diaz, 2002; Rovai, 2003). 즉, 자
신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지닌 학습자는 중
도 이탈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Morris et al., 2005).
2. 학습전략

학습전략이란 단순한 학습 방법에서 나아가 학습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효율적으
로 기억하고, 인출하며, 활용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과 관련된 인지과정 전략을
의미한다(Balajthy, 1990). 이러닝과 같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이러닝에 많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긴밀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학습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전략의 활용은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의
기본전제가 된다(Jonnassen, 1989; Owston, 1997).
Hill과 Hannafin(1997)은 자기조절전략이 이러닝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며 자기조
절전략은 초인지적 지식, 방향감,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러닝 환경에서 의미있는 학습전략으로 인지과정과 관련된 정보처리전략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을 지원하기 위한 초인지전략, 연구전략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들을 보유
하고 있지 못한 학습자들은 이러닝 환경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Jonassen
& Grabowski, 1993). 박락영과 최완식(2008)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
습전략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원활용, 학습태도, 학습활동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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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영역을 구분하여 세부 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닝 학습준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술(technology) 영역, 수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식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온라인 관계형성, 온라인 읽기,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학습활동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략을 보유하도록 하는 학습자 지원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박종선, 2009).
Rovai(2003)는 학습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습 전략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온라인상에서 읽고 쓰기를 통해 토론할 수 있는 능
력, 시간 관리 능력,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능력 등이 포함된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학습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학습 전략은 사이버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전에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3. 교수 실재감

이러닝 환경에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실재감의 개념이 재정립되어 왔는데 실재감은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업에 속해 있고, 타 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학습자의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Anthony, 2002). 교수 실재감은 온라
인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 분석을 통해 개념이 구체화되었으며(Anderson et al., 2001;
Paulsen, 1995), 교수 실재감은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깨닫도록 하는 인지적․사회적 과정의 설계, 촉진, 지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닝에서 교수 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Akyol & Garrison, 2008; Pisutova
-Gerber & Malovicova, 2009)을 비롯하여 교수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Swan(2004)은 온라인 수업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교수 실재
감, 학습자 특성이 학습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세 영역 모두 학습자의 이러닝 질적 수준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김지심(2009)은 기업 이러닝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실재감과 학습 효과
와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수 실재감이 학습실재감에 영
향을 주며, 교수 실재감은 학습실재감의 하위요인 중 감성적 실재감에도 영향을 준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교수 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효과의 하위요인 중 학습
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은경(2010)은 원격대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 실재감, 인지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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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 유용, 용이성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수 실재감이 사회적 실재감
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 실재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수 실
재감, 인지적 실재감, 유용, 용이성은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으나,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의향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강명희, 2005; 신나민, 2005). 신나민(2005)
은 이러닝 학습자들 대상으로 원격현존감과 학습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수 실재감이 이러닝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 간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 서울 소재 S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 사이버대
학교는 총 5개 학부 14개 학과로 구성된 4년제 대학이다. 이 대학에 2010년 2학기 교
양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사이버학습의 이해’ 교과목 수강생 7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관리시스템(LMS) 내 과목설문 기능을 활용한 웹 설문 방식으
로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설문 조사가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중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의 설문 48
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684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 도구

사이버대학 학습관리시스템(LMS)
사이버대학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러닝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S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은 사전에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전
달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의 게시판, 학습 Q&A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 및 수업조
교가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향아, 이영, 2010). 본 연구에서 연
구 도구로 선정한 ‘사이버학습의 이해’ 수업은 S 사이버대학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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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성별
연령
재학
학기
최종
학력

구분
남자
여자
무응답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2학기 이하
3~4학기
5~6학기
7학기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졸 이상
기타
합계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변인
278

40.64

403

58.92

3

0.44

150

21.93

257

37.57

207

30.26

70

10.23

376

54.97

155

22.66

97

14.18

56

8.19

215

31.43

301

44.01

121

17.69

23

3.36

24

3.51

684

100

소속
학과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족상담학과
38
5.56
경영학과
50
7.31
국제무역물류학과
16
2.34
군경상담학과
43
6.29
금융보험학과
28
4.09
노인복지학과
31
4.53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5
2.19
법무행정학과
9
1.32
보건행정학과
16
2.34
복지시설경영학과
40
5.85
부동산학과
34
4.97
사회복지학과
158
23.10
상담심리학과

171

25.00

컴퓨터정보통신학과

35

5.12

684

100

합계

형 중 가장 대표적인 VOD형으로 개발되었다. VOD형 콘텐츠는 주로 교수자의 강의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학습관리시스템(LMS) 내 게시판, 학습 Q&A의 주요기능은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업에 관련된 의견
및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습자들
의 게시글이 등록되면 교수자 및 수업조교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여 학습자들에
게 최대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측정 도구
사이버대학 이러닝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이버대학 이러닝 학습자 특성은 3개 요인으로 학습
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도구를 각각 구성하였
다. 학습전략 요인은 학습계획, 시간계획, 시연, 조절 및 조정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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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 실재감 요인은 수업의 체계적 실행과 학습 촉진 및 점검, 교수자의 존재감 3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효과는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3
개 요인으로 각각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총 77개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를 차용하거나
새롭게 번안하여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측정도
구는 사이버대학 교수 2인을 포함한 교육공학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쳤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구성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69에서
.95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개념
학습자 특성
학습전략
교수실재감
학습효과
계

<표 2> 측정도구 구성
구성 요인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
학습계획
시간계획
시연
조절 및 조정
수업의 체계적 실행
학습 촉진 및 점검
교수자의 존재감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문항 수
9
5
9
5
5
9
3
8
8
7
3
3
3
77

학습목표 지향성 측정을 위해 Scott, John과 Dennis(1996)가 개발한 도구의 일부를 활
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목표 지향성의 하위 요소인 학습목표 지향성과 수행목표 지
향성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 측정을 위해 김지자와 김경성(1996)이 개
발한 SDLRS-K-96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개발한 한지영(2008)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여 채택되었다.
- 147 -

이 영․박인우(2012)

자기주도적 학습 측정 도구는 학습전략 측정 도구와 비교하여 포괄적인 학습자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컴퓨터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Ertmer
와 Cennamo(1994)의 Computer Technologies Survey(CTS) B유형 검사 도구 및 McCoy(2001)
의 정보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학습전략 측정을 위해 박락영과 최완식(2008)이 이러닝 학습자의 학습전략 분석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중 일부인 학습활동 영역 문
항을 활용하였는데, 학습활동 영역은 이러닝 환경에서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에 참여하
여 활동하는 중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구성된다. 학습활동전략 측정 내용에는 학습계획,
시간계획, 시연, 조절 및 조정이 포함된다. 학습전략 측정 도구는 자기주도적 학습 측
정 도구와 비교하여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성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교수 실재감 측정을 위해 고은현(2007)이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 실재감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일부인 수업의 체계적 실행, 학
습 촉진 및 점검, 교수자의 존재감 영역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효과는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으로 구성된
다. 인지된 학업성취도는 임진호(2006), Sun 외(2008)의 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
다. 학습만족도는 고은현(2007), Eom, Wen과 Ashill(2006)의 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활용
하였다. 학습지속의향은 원격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지속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Shin(2003)의 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2단계 접근방법
에 따라 측정모형 검증을 거친 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에서는
경로도형을 구축한 다음, 사이버대학에 개설된 ‘사이버학습의 이해’ 교과목을 통해 이
러닝을 4주간 실시한 후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및 확정 단계에서는 모형 분석 및 인정 평가, 추정치 평가, 적합도 평가, 모형해석, 모
형 수정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거친 후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AMOS 18.0을
활용하여 이론 모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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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초 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같이 많은 지
표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활용할 수 있
다(문수백, 2009; 배병렬, 2006; 이순묵, 2000). 항목합산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
정 변수들을 주요 요인으로 추출한 다음, 각 요인에 속하는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합산
하여 하나의 지표로 줄이는 방법이다(배병렬, 2006; Nasser & Wisenbaker, 2003).
요인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

<표 3> 항목합산 결과
기본 항목
Ⅰ-1~4(4개)
Ⅰ-5~9(5개)
Ⅰ-10,11,13(3개)
Ⅰ-12,14(2개)
Ⅰ-15~18(4개)
Ⅰ-19~23(5개)

항목합산 결과
LOO1)1
LOO2
SDL2)1
SDL2
CSE3)1
CSE2

에 따르면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후, 하나의 요인 내 측정 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 요인의 구조적 내용에 따라 조합이 가능한 문항들을 짝 지움으로써 측정
변인을 일정한 수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내용에 따라 항목을 합산하여 9개 문
항으로 구성된 학습목표 지향성 요인을 2개의 측정변수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주도적 학습 요인을 2개의 측정변수로,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컴퓨터 자기효능감 요인
을 2개의 측정변수로 조정하였다.
학습목표 지향성 요인은 문항 1~4번까지 새로운 학습에 대한 시도를 의미하는 측정
Holt(2004)

는 학습목표 지향성(Learning Objective Orientation)을 의미하는 약어로 설정하였음.
2) SDL은 자기주도적 학습(Self Directed Learning)을 의미하는 약어로 설정하였음.
3) CSE는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 Efficacy)을 의미하는 약어로 설정하였음.
1)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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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문항 5~9번까지 지속적 노력을 의미하는 측정변수로 구분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요인은 10, 11, 13번 문항으로 구성된 자신의 학습상황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는
측정변수와 12, 14번 문항으로 구성된 학습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측정변수로 구분
하였다. 컴퓨터 자기효능감 요인은 문항 15~18번까지 이메일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활용을 의미하는 측정변수와 문항 19~23번까지 인터넷 활용을 의미하는 측정변수로
구분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 자료의 정규분포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문수
구분
학습자
특성

학습
전략
교수
실재감

<표 4>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잠재변인
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
학습계획
시간계획
시연
조절 및 조정
수업의 체계적 실행
학습 촉진 및 점검
교수자의 존재감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
효과

학습 만족도
학습 지속 의향

측정변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LOO1
Ⅰ-1~4
4.02
.62
-.32
LOO2
Ⅰ-5~9
4.00
.56
-.33
SDL1
Ⅰ-10,11,13 3.84 .69 -.38
SDL2
Ⅰ-12,14 4.17 .69 -.51
CSE1
Ⅰ-15~18 4.04 .78 -.97
CSE2
Ⅰ-19~23 4.06 .83 -.62
LS1
Ⅱ-1~5
3.72
.69
-.07
LS2
Ⅱ-6~10 3.64 .68 .00
LS3
Ⅱ-11~19 3.49 .68 .08
LS4
Ⅱ-20~22 3.50 .69 .03
TP1
Ⅲ-1~8
4.12
.60
-.34
TP2
Ⅲ-9~16 3.86 .63 -.05
TP3
Ⅲ-17~23 3.95 .65 -.29
PAA1
Ⅳ-1
3.84
.76
-.13
PAA2
Ⅳ-2
4.04
.78
-.49
PAA3
Ⅳ-3
3.89
.75
-.31
SL1
Ⅳ-4
4.03
.79
-.54
SL2
Ⅳ-5
4.14
.84
-.79
SL3
Ⅳ-6
4.11
.83
-.67
PL1
Ⅳ-7
3.86
.96
-.57
PL2
Ⅳ-8
3.87
.93
-.57
PL3
Ⅳ-9
4.04
.8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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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52
-.41
-.23
-.59
.97
-.48
-.50
-.55
-.36
-.14
-.49
-.1
-.25
-.37
-.11
-.10
.17
.17
.00
-.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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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2009)은 측정변인에 대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크기를 통해 정규분포성 검증을 권
장하였다. 또한, 여러 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해야 하는
데 이는 일변량분포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배병렬, 2006). 가설적 연구모형의 측정변인
에 대한 일반적 경향으로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은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책정한 기준인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7보다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론적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동일하게 <표 5>와 같이 모
든 잠재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자 특성의 하위요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학습목표 지향성과 자
기주도적 학습 간(r= .53, p< .01), 학습목표 지향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 간(r= .28,
p< .01), 자기주도적 학습과 컴퓨터 자기효능감 간(r= .25, p< .01)에 각각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둘째, 학습자 특성은 학습전략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 지
향성과 학습전략 간(r= .49, p< .01),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습전략 간(r= .42, p< .01),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 간(r= .33, p< .01)에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셋째, 학습전략은 교수 실재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 .58, p< .01).
넷째, 교수 실재감과 학습 효과의 하위요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교수 실
재감과 인지된 학업 성취도 간(r= .64, p< .01), 교수 실재감과 학습 만족도 간(r= .64,
p< .01), 교수 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 간(r= .61, p< .01)에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습자
특성

학습
효과

<표 5>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잠재변인
1
2
3
4
5
1. 학습목표 지향성
2. 자기주도적 학습
.53**
3. 컴퓨터 자기효능감 .28** .25**
4. 학습전략
.49** .42** .33**
5. 교수 실재감
.43** .35** .22** .58**
6. 인지된 학업성취도 .43** .38** .25** .65** .64**
7. 학습만족도
.39** .35** .22** .54** .64**
8. 학습지속의향
.40** .33** .18** .52** .6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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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84)
6

7

8

.72**

-

.64**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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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 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정모형을 통해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측정모형은 하위 측정변인들이 잠
재변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론적 연구모형을 검증하
기 전에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
용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문수백, 2009; 배병렬, 2006).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인들의 잠재적 구조로서 기존에 탐색적으로 연구되었거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축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확
인적 요인분석에는 개별적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개별 요인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조
사하거나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전체 요인과 변인들을 종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
다(강병서, 조철호, 2005).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전체 요인과 변인들을
종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초기 연구 모형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air 외(2006)가 추천하고 있는 적합도 지수인 x², CFI, TLI, RMSEA를
1)

[그림 1]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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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활용된 적합도 지수로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
도(reasonable fit), .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bad fit)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상대 적합도 지수로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측정모형
기준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n=684)

x²(p)

df

CFI

TLI

RMSEA

1217.768

199

.91

.89

.09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제시된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CFI만이 .91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모형수정을 통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수정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한 TLI, RMSEA 값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모수의
추가에 의한 모형 수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 상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타당성을 유지한다면 수정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김계수, 2004; Joreskog & Sorbom,
1996). 이론적 배경의 재검토를 통하여 연구 모형의 수정 여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학습자 특성 중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Zimmerman(1990)과 Hargis(2000)는 자기주도적 학
습이 이러닝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
습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정남호와 이건창(2005)에 의하면 이러닝 환
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러닝에서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자기규제와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 관련 요
인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지
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er(1999)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
일수록 학습 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자기주
도적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학습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Diaz,
2)

2002; Parker, 1999; Rova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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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 인지된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 학
습 → 학습만족도, 자기주도적 학습 → 학습지속의향의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였다. 모
형 수정에 따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의 변화는 <표 7>과 같다.
모형
원 모형
수정 모형
기준

<표 7>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변화

(n=684)

x²(p)

df

CFI

TLI

RMSEA

1217.768

199

.91

.89

.09

1104.289

196

.92

.90

.08

.90

이상

.90

이상

이하

.08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²=1104.289, df=196, TLI= .90, CFI= .92, RMSEA=
.08로 나타났으며, 초기 이론적 모형에 비해 TLI, RMSEA를 비롯한 전반적인 적합도 지
수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수정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정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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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정 모형의 구조 계수 추정치는 <표 8>과 같으며, 비표준화 경로계
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검정통계량, 유의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수정 모형의 구조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표준화
경로
계수 계수
1. 학습목표 지향성 → 학습전략
.395
.340
2. 자기주도적 학습 → 학습전략
.728
.376
3. 컴퓨터 자기효능감 → 학습전략
.140
.155
4. 학습전략 → 교수 실재감
.561
.655
5. 교수 실재감 → 인지된 학업성취도
.545
.472
6. 교수 실재감 → 학습 만족도
.466
.367
7. 교수 실재감 → 학습지속의향
.616
.377
8. 자기주도적 학습 → 인지된 학업성취도
1.083
.566
9. 자기주도적 학습 → 학습 만족도
1.490
.707
10. 자기주도적 학습 → 학습지속의향
1.799
.665

표준
오차

(n=684)
t

.059

6.704***

.121

5.994***

.033

4.269***

.035

15.944***

.050

10.824***

.052

8.933***

.067

9.199***

.125

8.631***

.160

9.333***

.193

9.308***

*** p<.001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특성, 학습전략, 교수실재감, 학습효과의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 및 관련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특성의 하위
변인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학
습목표 지향성은 학습전략(β= .340)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t= .059, p<
.001),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전략(β= .376)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121, p< .001). 또한,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전략(β= .15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033, p< .001).
둘째, 학습전략이 교수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결
과에 의하면 학습전략은 교수 실재감(β = .65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t= .035, p< .001).
셋째, 교수 실재감은 학습효과의 하위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였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교수 실재감(β = .472)은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t= .050, p< .001), 교수 실재감(β = .367)은 학습만족도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t= .052, p< .001), 교수 실재감(β = .377)은 학습지속의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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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067, p< .001).
이론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 모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경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만족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경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지속의향’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경
로가 추가되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주도적 학습(β = .566)은 인지된 학업성취
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t= .125, p< .001), 자기주도적 학습(β = .707)은
학습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t= .160, p< .001), 자기주도적 학습(β =
.665)은 학습지속의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193, p<
.001).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이 학습자 특성(학습
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학습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학
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매개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표 9>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비표준화
95% b-c
구분
매개경로
간접효과 크기 신뢰구간
학습목표지향성 → 학습전략 →
1
.121***
(.053-.198)***
교수실재감 → 인지된학업성취도
학습목표지향성 → 학습전략 →
2
.103***
(.049-.180)***
교수실재감 → 학습만족도
학습목표지향성 → 학습전략 →
3
.136***
(.067-.223)***
교수실재감 → 학습지속의향
자기주도적학습 → 학습전략 →
4
.223***
(.138-.349)***
교수실재감 → 인지된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학습 → 학습전략 →
5
.190***
(.107-.292)***
교수실재감 → 학습만족도
자기주도적학습 → 학습전략 →
6
.251***
(.150-.367)***
교수실재감 → 학습지속의향
컴퓨터자기효능감 → 학습전략 →
7
.043***
(.017-.077)***
교수실재감 → 인지된학업성취도
컴퓨터자기효능감 → 학습전략 →
8
.037***
(.015-.071)***
교수실재감 → 학습만족도
컴퓨터자기효능감 → 학습전략 →
9
.048***
(.019-.088)***
교수실재감 → 학습지속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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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에 따라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
개로 하여 학습효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학습전략
과 교수 실재감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식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비정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 방식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1,000번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반복추출한
표본들로부터 매개효과 회귀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신뢰구간의
값이 영가설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간접효과인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이 학습자 특성과 학습효과의 관
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학습
효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트스
트랩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 학습목표 지향성이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
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053-.198),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121, p=.003).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학습목표 지향성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인지된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습목표 지향성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049-.180),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103, p=.003).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학습목표 지향성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학습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습목표 지향성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
으므로(.067-.223),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136,
p=.004).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학습목표 지향성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
여 학습지속의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기주도적 학습이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
함하지 않았으므로(.138-.349),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223, p=.002).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인지된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107-.292),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190, p=.005).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학습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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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150-.367),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251, p=.005).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의향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017-.077),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ab=.043, p=.003). 이러한 결과에 따라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
감을 매개로 하여 인지된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8]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
으므로(.015-.071),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037, p=
.004). 이러한 결과에 따라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
여 학습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019-.088), 영
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048, p=.004). 이러한 결과에
따라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의향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과 학습전
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
습효과 간의 가설적 인과 모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설적 인
과 모형을 수립한 후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
하여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수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에 따르면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특성(학습목표 지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
터 자기효능감)이 학습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 지향
성이 학습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목표지향성이 학습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Elliot과 McGregor(1999)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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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목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학습전략을 활용하는 수준
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 특성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한 김소희(200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닝
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나(Garrison, 2003; Hartley & Bendixson,
2001; Nade Dabbagh, 2007; Sloan Consortium, 2004),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
도록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 이러닝 콘텐츠
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목과 관련된 화면 내용의 설계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수업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 특성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의 매개 없이도
직접적으로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으
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인지된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연구모형에 새로운 경로로서 추가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이러닝에서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에 대해 특별한 인식
없이 학습을 진행해도 높은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을 나타낼 수도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내재한 개념적 특성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도적 학습 성향을 보유한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 과정을 통
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다(정남호, 이건창, 2005;
Parker, 1999; Zimmerman, 1990).

학습자 특성으로서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학습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학습 활동
을 하는데 있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및 40대 이상의 학습자가 연
구 대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에서 수업과 학
교생활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김영민
(200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컴퓨터 불안감이 전체 학습효과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의사소통능력 신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고연미(2001)
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전략이 교수 실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습전략 활용도가 높은 학습자의 경우 교수자에 대한 의미있는 지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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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교수 실재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이러닝 학습
활동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수업에 있어
교수자 역할과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교수 실재감이 학습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
도,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이러닝에서 교
수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김지심(2009)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교수
실재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교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사이
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전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수자에 대한 의미있는 지각이 가능하도록 교수 실재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수업과 관련된 교수자의 역할과 지원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때 교수 실재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교수 실재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닝 콘텐츠 교수설계 및 수업운영과 관
련된 교수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강명희, 2005; 고은현, 2007, 김지심, 2009).
다섯째,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전략과 교수 실재감은 학습자 특성(학습목표 지
향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학습효과(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
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전략 활용도가 높은 학습
자의 경우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강영환(2004), 이수경, 권수경(200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이버대학생의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이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박수영(2010)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와 공유를 활성화하여 사이버대학 이러닝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교수학습 상황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학습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자별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에는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 이러닝에서는 이러한 편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수자의 학습 안내, 관리, 촉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닝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가 교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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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지각을 많이 하도록 하는 교수설계와 수업운영 전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국내 사이버대학 전체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니므
로, 타 사이버대학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각 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을 통한 검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통
제된 환경에서 각 변인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방법과 학습관
리시스템(LMS)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학습자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하고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LMS)을 설계․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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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er
Characteristic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s in e-Learning of Cyber University
Lee, Yeong †(Meta Business Institute Inc)
Park, Innwoo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of student characteristic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learning
effectiveness was examined in e-learning of cyber university. The survey was conducted of the 732 students
in S Cyber University since September 2010 and 684 ca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data analysis for
structure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by AMOS 18.0. The results for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appeared that model fit has a good level(x²=1104.289, df=196, TLI= .90, CFI= .92, RMSEA= .08) by
analysis of the suitability, so appeared in the hypothetical model can be seen to be appropriate. The
results for the second goal of this study appeared that learning goal orientation influence on learning
strategies(β= .557) and computer self-efficacy influence on learning strategies (β= .184). The results for
the third goal of this study appeared that learning strategies influence on teaching presence(β= .707). The
results for the fourth goal of this study appeared that teaching presence influence on perceived
achievement(β=. 757), on satisfaction (β=.708), on intentions of continuous learning(β=.158). The results
for the fifth goal of this study through bootstrapping appeared that [1] learning goal orientation influence
on perceived achievement(ab=.121, p=.003), satisfaction(ab=.103, p=.003), intentions of continuous
learning(ab=.136, p=.004) indirectly as parameter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2] Self
directed-learning influence on perceived achievement(ab=.223, p=.002), satisfaction(ab=.190, p=.005),
intentions of continuous learning(ab=.251, p=.005) indirectly as parameter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3] Computer self-efficacy influence on perceived achievement (ab=.043, p=.003),
satisfaction(ab=.037, p=.004), intentions of continuous learning(ab=.048, p=.004) indirectly as parameter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The instruc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that optimized for
learners was stressed to provide effective e-learning in cyber university through making the learners' level
of learning strategies and teaching presence high.
Key words : learner characteristic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Learning Effects, Cyber University,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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