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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원격교육 참여자의 학습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이론모형을 제안하고자,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A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편의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설문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수는 272명이며, 분석 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첫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적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성을 가지는 수정된 최종모형
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동기는 학습몰입에 유의
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실증
적 검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자기
주도학습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성공적
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ructural theoretical model that can explain the 
learning flow of online distance education participants and to clarify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among related variables that affect the learning flow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Study results found a 
modified final model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it based on the structural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explained the learning flow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flow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it was found that
intrinsic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low. Thir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ver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it was found that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flow. Fourth, as 
a result of empirical ver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learning flow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it was found that the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flow. Such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to suggest a strategic direction for successful
settlement and diffusion of a new paradigm of online non-face-to-face distance education,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Keywords :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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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사회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은 온라인 원격
교육이라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 시
키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교육체계
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원격교육의 장점이 채택되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대표
적인 사례가 2012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중 온라인 공개강
좌)이다. 또한 온라인 강좌를 중심으로 원격교육을 실시
하는 사이버대학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놓치거나 이직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성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사이버대학의 경우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개 대
학이 있으며, 2019년 기준 125,165명의 재학생이 수강 
중이다[2]. 뿐만 아니라,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에서 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환경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
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2020년 3,4월 한국형 온라인 공
개강좌인 K-MOOC 이용 현황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여 수강신청 건수는 78%(199,000건) 증가, 회원
가입자 수는 123%(85,000명) 증가하는 등 이용량에 큰 
변화가 있었다[3].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연성의 급속한 확산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학습참여와 학습성
과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0
월에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총 27개 강좌로 시작한 
K-MOOC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평균 강좌 이수비율은 9.2%이며, 3년
간 792개 강좌 중 3분의 2가 이수비율 10%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운영 강좌 중 강의 신청자가 끝까지 
이수한 강좌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 

MOOC 학습자의 낮은 완료율과 학습과정에서 포기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한 연구[5]에서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학습 시작 후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에서 학습을 포기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온라인 비대
면 교육이 대면 교육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교수자와 학
습자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 즉 원
격교육의 경우 학습완료율은 학습자 본인의 자제력에 의
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전개할 수 있는 원
격교육 학습자의 학습참여와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의 내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격교육의 학습참여와 학습 성과는 학습자의 학습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
습동기, 학습몰입, 학습지원요인이 전재되지 않을 경우 
학습참여와 학습 성과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
기 때문이다[6]. 

Csikszentmihalyi[7]은 몰입을 자신의 과제에 완전
히 집중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이며,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만족
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몰입이 
학습활동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가 학습몰입(learning 
flow)이라고 할 수 있다. 임숙경[8]의 연구에서는 학습몰
입은 학습참여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주성[9]은 학습몰입과 학습 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습몰입은 
대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10,11]. 김추향 외[12]는 학습몰입이 MOOC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습참여와 학습 
성과의 질을 높이는 선행요인으로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자기효능감 이론의 창시자인 Bandura는 자기효능감
이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수행을 매개한다고 보았는데
[1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및 수행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를 입증한다[14 재인
용,15,16]. 김선화와 박상윤[17]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
로 학습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하였으며, 김은지[16]도 학습자의 학습적 자기효능감
이 학습몰입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선행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김진호[15]는 성인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학습동기를 매개 요인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밝혔으며, 김담실 외[18]도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정찬길 외
[1]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능
력이 학습몰입을 설명하는 변수임을 밝혔으며, 학습동기
와 학습몰입 수준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매개효
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
은 학습자의 학습몰입 요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을 학습몰입
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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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학습몰입과 관련된 연구들은 학습몰입과 특
정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분석, 매개효과분석 정도에 그치
고 있어 특성변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학습자
의 학습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원격교육 학습활동에서 학
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과 경로를 
밝히는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원격교육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거나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원격교육 참여자의 학습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
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
조적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관련 요인들 간의 경로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원격대학 비대면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실증적 검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온라인 교육 모델 특성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몰입
Csikszentmihalyi은 몰입(flow)을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흡수된 정신 상태로 특정 행위에 집중
할 때 일어나는 최적의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19]. 
즉, 인간이 특정한 일에 빠져 들어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
고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에 완
전히 흡수된 상태를 의미한다[6]. 몰입에 대한 연구는 몰
입 상황이 용이한 특정 상황으로 암벽등반, 채스, 춤, 수
술 등의 영역에서 시작되어 스포츠, 여가활동, 학습 상황, 
경영학의 조직몰입, 직무몰입 등의 여러 연구 분야에 파
급 효과를 미쳤으며, 몰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산출
되고 있다[20]. 학습 상황과 관련된 몰입 연구들
[7,8,9,10,11]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면, 학습시간이 즐겁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창의적인 산출물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몰입을 경험하는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서 집중과 만

족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학업성취에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이와 같이 몰입은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여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
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몰입과 관련된 요인들의 구조를 밝혀내는 노력
은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학습몰입(learning flow)은 학습을 하면서 학습자가 
대단히 즐거운 심리상태에 있어 학습 활동에 완전히 빠
져있는 상태이며, 학습과정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의미
한다[21]. 또 학습자가 특정한 학습활동에 깊이 빠져 들
어가는 흡인 또는 집중의 상태로 정의하며[22], 학습 상
황에서 학습하고 있는 자신의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시간감각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6]. 그리고 학습과정에서의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상호작용
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다[23]. 
특히 학습몰입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적극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려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그동안 학
습몰입의 개념은 학습 또는 과제에 관여하는 시간의 관
점과 학습자의 집중, 흥미 및 노력 등 학습자의 심리적 
관점 등에서 다루어져 왔으며[24], 학습몰입 관련 연구에
서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 또는 영향요인과 학습 성
과 간의 매개변수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6,9,17,18].

2.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관계
Bandura[25]는 자기효능감을 “특정목적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인지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학습효과가 더 크다고 보
았다[24]. 특히, 자기효능감 중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
에 관한 효능감을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라 하고, 이는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며[13],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습
자보다 학업 상황에서 도전적인 과제 또는 교과를 선택
하고,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26]. 
이에 학습능력과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습몰입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주목하고,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과 학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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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26]는 대학생의 학습몰입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학
습동기가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
다. 김선화와 박상윤[17]도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영향
요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진호[15]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학습동기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Garcia와 Pintch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내재적동기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15 재인용]. Zimmerman et. al.[27]는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목표와 지속성에 영향을 주
면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3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관계
Woolfolk[28]는 학습동기(academic motivation)를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유지시키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학습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29,15 재인용].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때문에 학
습하는 것을 말하며, 외재적 동기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
지는 외적 보상 때문에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15].  

학습동기와 몰입의 관계에서 특히, 내재적 동기는 몰
입과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0], 
이는 학습활동에서의 몰입 경험은 학습활동을 통한 외적
인 보상보다 학습활동 자체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 즉 몰
입은 내재적 동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인식되어지고 있으
며, 내재적 동기가 몰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
는 이유이다[7]. 그리고 내재적 동기와 몰입간에 강한 정
적인 상관이 있다는 Csikszentmihalyi의 주장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19,31]. 또
한 외재적 동기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이 높을 
경우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외재적 동기에 의해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라면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5].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는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서거나, 졸업장 
취득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취업
이나 창업 및 자격증 취득 등 목적 지향적 학습자특성을 
보인다[32]. 성인학습자는 학습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보다는 실생활에서 발생된 필요에 의해 동기화 되므

로, 교육의 결과에 의해 실생활에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외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15]. 따라서 대부분 성인학습
자로 구성된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
구는 학습동기 요인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
분하여 실증적 검증에 적용하였다.

2.4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 관계
Knowles[33]는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에 초점을 두

고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개념을 정
의하였으며,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후 학
습을 실행하며,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조절하
고, 학습의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주
도적 능력으로 보았다[34 재인용]. 자기주도학습은 학자
마다 학습과정(타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
을 가짐),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가지는 특성(인지적·동기
적·행동적 전략으로 자신의 학습활동의 수준을 높임) 등
으로 정의되고 있으며[26],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은 
박형근[21]의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주어진 학습에 대
한 호기심과 열정 및 자신감을 갖고 학습하는 방법을 계
획하고 문제에 접근하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
속적으로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습능력의 정도”
로 개념화를 기반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자기주도학습은 타인과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학
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개
인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해 나가는 학습 방법으로, 자기주
도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학업성취 면에서 우수하다[21]. 특히 통제성이 없는 
원격교육에서 학습자들은 본인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
하고, 학습자원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을 진행해야 
하므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중요
하다[36].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능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여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7].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을 때 학습에 더 강한 몰입을 하며[26], 조아라와 노석
준[36]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습에 깊게 몰입한다고 하
였다. 또한 학습참여 동기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촉진하
며, 학습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높아
진다고 하였다[21 재인용]. 박형근[21]은 학습동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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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몰입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참여 동기로 인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면 학
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학습 동기는 학습몰입과 자기주
도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 동기로 인
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몰입의 선행요인
들로 밝혀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이 어떠한 경로구조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학습동기는 내
재적 학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로 구분하였다.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연구모형과 
가설은 Fig.1과 같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다.

H1: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
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동기를 매개요인으로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5: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
주도학습을 매개요인으로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동기는 학습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은 학습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동기는 자기주도학습
을 매개요인으로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Academic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3.2.1 학습몰입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몰입 측정을 위해, 

Csikszentmihalyi[7]의 몰입 개념을 바탕으로 Jackson
과 Marsh[38]가 개발한 몰입상태척도를 김진호[15]가 
번안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구성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학습과제에 대한 몰두’, ‘학습과정에의 통
합‘, ’학습행동-사고의 통합‘, ’자의식의 상실‘, 문항 수는 
전체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별력이 불분명한 ‘이런 강좌가 또 있다면 다시 등
록하고 싶다’ 등 5문항을 삭제한 23문항을 척도로 사용
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고, 총 점수가 27점에서 13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습몰입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김진호[15]에서 
Cronbach’s α=.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α=.88로 나
타났다.

3.2.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25]의 자기효능

감 이론에 기반을 두고 김아영과 박인영[14]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구성은 ‘과제의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의 하위 요인 3개와 2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김아영과 박인영[14]은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증적 검증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사용된 
단어 표현의 일부를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변별력이 불분명한 
6개의 문항을 제외 한 22문항을 척도로 사용 하였다. 측
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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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83으로 나타났다.

3.2.3 학습동기
학습동기와 몰입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때문에 학습하는 
것으로,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 보상 때문에 학습
하는 것을 말하는 외재적 동기보다 몰입과의 강한 상관
관계로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나 성인학습자의 경우 목
적 지향적 학습자특성[32]을 보이므로 외재적 동기의 영
향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
하여 개념화하고 관련 요인들과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측정
하기 위하여 김진호[15]가 Vallerand & Bissonnette[39]
의 학습동기척도와 임은미[40]의 학습동기유형검사 도구
를 토대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내
재적 동기로 ‘지적호기심동기’, ‘학습 성취동기’, ‘학습 자
극동기’의 3개 하위요인과 외재적 동기 하위요인 3개 요
인으로 ‘사회적 성공동기’, ‘상대적 유능성동기’, ‘실패회
피동기’를 포함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이 불분명한 1문항을 
제외하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각각 10문항씩으
로 구성하여 총 20문항을 학습동기척도로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
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습동기척도의 신뢰도는 김진
호[15]에서 Cronbach’s α=.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학습동기 α=.81, 외재적 학습동기 α=.73으로 나
타났다. 

3.2.4 자기주도학습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형

근[21]에서 사용한 자기주도학습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이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습호기
심’, ‘학습열정’, ‘학습자신감’, ‘학습책임감’, ‘학습탐구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이 불분명한 4
문항을 제외하고 27문항을 측정에 사용하였다. 측정방법
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주도학습척도의 신뢰도는 박형
근[21]에서 Cronbach’s α=.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α=.86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지역의 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있

는 학생이며, 편의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설문
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는 2020년 5월
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전체 설문지는 276부
였고, 설문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4부를 제외한 272
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
합성을 평가하고 경로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과정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간의 관계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과 경로의 유의성 평가를 
위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로 이루어졌
다[41].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
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로 A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272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의 성별은 남자 30.5%, 여자 69.5%이며, 연령은 30세 
이하 40.4%(95명)이며, 30대가 15.4%로 가장 적고, 30
대와 40대가 각각 30.5%와 32.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응답자가 
47%, 직업이 없는 응답자가 53%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272) %

Gender
man 83 30.5

woman 189 69.5

Age

~ 30 42 15.4
31 ~ 40 83 30.5
41 ~ 50 89 32.7
 50 ~ 58 21.3

Job OX
Job O 128 47.0
Job X 14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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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FA. of latent variables
Variables A,V.E. C.R.

Learning
flow

Flow in learning .968 .989
Integration of 
learning .909 .975

Integ. of act. & think .923 .991
Loss of 
self-consciouse .897 .987

Academic
self-effica
cy

preference of 
difficulty .850 .962

Self-regulation .852 .963
Confidence .883 .966

Intrinsic
motivation

Intellectual curiosity .837 .962
Learning 
achievement .915 .984

Learning stimulation .868 .975

Extrinsic 
motivation

Social success .857 .971
Competence .875 .972
Avoidance of failure .867 .975

Self-direct
ed
learning

Curiosity .866 .978
Enthusiasm .853 .992
Confidence .866 .965
Responsibility .874 .972
Inquiry .868 .961

4.2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의 신뢰도

(reliability) 평가와 타당성(validity) 평가를 위해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이론적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포함된 요인과 변수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연구에 적용하는 잠재변수로 학습자
의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의 내재적 동
기와 외재적 동기,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실시하였다. 또
한 각 잠재변수들에 대해 측정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위해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지수 중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인 절대적합지수
인 χ2통계량과 GFI, RMSEA, 그리고 중분적합지수로 
NFI, NNFI와 간명적합지수 CFI를 사용하였다[42].

본 연구의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
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적합도 지수들은 χ2값 161.83, 
df=2135, p=.087, GFI=0.963, RMSEA=0.049, NFI=0.910, 
CFI=0.952, NNFI=0.900로, 본 측정모형이 측정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잠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평균분산추출지수(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신뢰성(CR:Construct Reliability)’이 제
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
들 모두 신뢰성(CR) 지수가  .70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  또한 .50이상
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42].

4.3 구조모형 분석
4.3.1 연구모형의 요인별 판별 타당성
본 연구모형의 요인들 간의 구성 개념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성개념의 타당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행렬과 평균분산추출계수의 
관련성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AVE)을 이용하여 구성개념의 판별타당도
를 평가하였으며, 요인별 다중상관계수((γ2)가 평균분산
추출지수보다 작아 요인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2].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VE
Configuration 

factors 1 2 3 4 5

1. Academic 
self-efficacy 1

2. Intrinsic 
motivation .166* 1

3. Extrinsic 
motivation .028 .088 1

4. Self-directed 
learning .196* .181* .008 1

5. Learning flow .314** .166* .021 .183* 1
AVE .762 .643 .527 .699 .718
CR .871 .841 .738 .872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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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정규성 검정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학습자의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자기주도
학습 각 변수에 대한 정규성검정은 Shapiro-Wilk 검정
을 통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정규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고, Table 4.와 같다. 
변수간의 상관계수들이 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분산팽창인자(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
인해 본 결과, 1.127~1.783 범위로 2.5미만으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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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Independent variable 1 2 3 4

1. Academic self-efficacy 1

2. Intrinsic motivation .166* 1

3. Extrinsic motivation .028 .088 1

4. Self-directed learning .196* .181* .008 1

VIF 1.309 1.127 1.783 1.645
*p<.05 , **p<.01 , ***p<.001 

4.3.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

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잠재변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의 ‘내재적 동
기’와 ‘외재적 동기’, ‘자기주도학습’ 요인들로 가설적 경
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수집된 자료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
수 값으로 χ2=1275.01(df=293, p=.000)에서 p=.000으
로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값은 사례수와 문항수의 영향으로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추정하는 경향이 χ2값에만 전적으로 의
존하기보다 여러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41].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 GFI=0.902, 
RMSEA=0.064, NFI=0.911, CFI=0.788, NNFI=0.942 
로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조분석 결과 경로구조는 Fig. 2와 같으며, 표
준화된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난 
경우 진한 실선으로 구분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외재적 
동기’ 요인은 종속변수인 ‘학습몰입’뿐만 아니라 구조모
형의 다른 모든 잠재변수들과 유의미한 경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를 구조모형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외
재적 동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정된 모수를 0으로 제약
함으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의 효과를 제거하는 모형
수정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정된 연구모형은 Fig. 3
과 같다. ‘외재적 동기’를 제거한 최종 연구모형에 대해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χ2=1711.84(df=269, p=.000),  
GFI=0.937,  RMSEA=0.17, NFI=0.92, CFI=0.698, 
NNFI=0.951로 적합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최종 수정된 구조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최종모형에 대
한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Academic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19*
.36**

.21*

.41**

.06 .10

.66**

.03

.28*

(χ2=1275.01(df=293, p=.000), GFI=0.901, RMSEA=0.064, 
NFI=0.911, CFI=0.788, NNFI=0.942 , used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Fig. 2. First Research Model

Academic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21* .34**

.20*
.47**

.70***

.29*

(χ2=1711.84(df=269, p=.000), GFI=0.937, RMSEA=0.17, 
NFI=0.92, CFI=0.698, NNFI=0.951, used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Fig. 3. Final Research Model

Table 5.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b S.E. C.R. p

Academic self-eff. → Intrinsic mo. .209* .044 6.312 .027

Academic self-eff. → Learning flow .702*** .062 9.812 .000
Academic self-eff. → Self-dir. lean. .201* .100 4.630 .019

Intrinsic mo. → Learning flow .341** .081 6.724 .003
Intrinsic mo. → Self-dir. lean. .467** .038 9.230 .007

Self-dir. lean. → Learning flow .290* .051 5.143 .031
***p<.001, **p<.01, *p<.05,  b: standardized coefficient 

 4.3.3 효과분해 및 경로분석
최종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Table 5.)를 바

탕으로 종속변수인 ‘학습몰입’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구조에 대한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
여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Path and Effect analysis
Path Direct 

Eff.
IndirectE

ff.
Total 
Eff.

Academic self-eff. → Intrinsic mo. .209 - .209
Academic self-eff. → Learning flow(a) .702 .071 .773
Academic self-eff. → Learning flow(b) .702 .058 .760
Academic self-eff. → Self-dir. lean. .201 - .201
Intrinsic mo. → Learning flow .341 .136 .477
Intrinsic mo. → Self-dir. lean. .467 - .467
Self-dir. lean. → Learning flow .290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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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변수들 간의 효과는 잠재변수들이 최종적으로 
종속변수인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따라 각 변수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다른 요인
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학습몰입을 중심으로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해하였다.

먼저 직접효과 분해를 살펴보면, 
[직접효과 경로분해] 
  1. 학업적 자기효능감 → 내재적 동기
  2.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습몰입
  3. 학업적 자기효능감 → 자기주도학습
  4. 내재적 동기 → 자기주도학습
  5. 내재적 동기 → 학습몰입
  6. 자기주도학습 → 학습몰입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효과는 학습몰입에 대해 직

접적인 영향관계는 없고, 매개적인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적용된 독립변수들 중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고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
를 갖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경로는 없으며,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분
해효과를 살펴보면,

[부분매개효과 경로분해] 
 1.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습몰입
  ① 학업적 자기효능감→내재적 동기도→학습몰입
  ② 학업적 자기효능감→자기주도학습도→학습몰입
 2. 내재적 동기 → 학습몰입
  ① 내재적 동기→자기주도학습→학습몰입
구조모형 분석과정에서 ‘외재적 동기’ 요인이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었던 변수들과의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제거 되었으며, 그 외에 ‘학업적 자
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자기주도학습’이 종속변수인 
‘학습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과분
해 및 경로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 
‘내재적 동기’, ‘자기주도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며,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를 매
개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관계에서 ‘자기주도학
습’도 매개변수의 관계를 보였다. ‘학습몰입’의 선행변수
로 설정된 ‘내재적 동기’와 ‘자기주도학습’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원격교육 참여자의 학습몰입을 설명
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사이버대학 학습
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
적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
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
한 구조적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관련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구조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구조적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적합성을 가지는 수정된 최종모형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잠재변수들의 구성
이 적합하였으며, 잠재변수는 측정모형 분석으로 관측변
수를 통해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외재적 동기’를 제외한 ‘학업적 자
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의 
수정된 최종 구조적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
계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동기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재적 동
기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
구의 결과들[7, 30]과 일치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는 
몰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사이버
대학 학습자의 학습참여의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
몰입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가 몰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많은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외재적 동기라 하더라
도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이 높을 경우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추향 외[12]의 연구도 있다. 
또한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가 사회적 인정, 
새로운 기술 습득, 졸업장 취득,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향상, 취업 및 자격증 취득 등 목적 지향적 학습자 특성
을 보인다는 김기홍[22] 연구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성
인학습자로 구성된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를 가진 성인학습자들도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하여 학습몰입 
및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외재적 동기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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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동기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적용된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요인과도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외재적 동기가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이은주[44] 등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외재적 동기가 몰입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30, 15]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습참
여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보다 자기결정성 
등 관련 요인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
가 높아진다고 보고하는 연구들[16,17,18,26]과 일치한
다. 즉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자.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참여의 내재적 
동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재적 동기가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목
표와 지속성에 영향을 주면서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13,15,27]과 일치한다. 이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 경우 학습참여의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될 
것이며, 학습몰입의 정도도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
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학
습 능력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습에 깊게 몰입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이 학습몰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
인임을 설명하는 연구들[21,36,37 ]과 일치한다. 학습자
가 학습상황에서 타인의 조력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하며, 학습상황을 스스로 평가하여 조절
하는 주도적 능력을 가질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
습에 임하도록 하여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자기주도학습의 선행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참여의 내재적 동기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연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참여 동기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촉진하며, 학습참여 동기가 높을수
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박일탁[38]
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습동기 요인, 자기주도학
습 및 학습몰입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학습참여 동기
로 인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면 학습몰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박형근[21]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습참여의 내재적 동기,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중요
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요인
간 부분적 상관관계를 실증적 검증하여 보고한 것과 비
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밝혀진 요인들
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밝혔다. 그 
결과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내재
적 동기, 자기주도학습은 완전매개를 설명하는 구조를 갖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원격교육의 새로운 교육 패
러다임 변화 환경에서 학습참여와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학습몰입과 관련된 요인의 구조적 특성을 명
확히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를 통해 온라인 원격교육에서 학습 성과 및 학업성취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습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모형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은 중
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주
목받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개
념화된 학습참여 동기에 대한 모호성 문제는 자기결정성 
등 관련 요인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설명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요
인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각 요인을 구성
하는 하위요인들을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서 학습몰입
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반 개인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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