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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재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H 사이버 학생 137명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과제가치와 지

각된 유용성은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수실재감은 과제

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성과(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 데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이버 학생의 학습성과(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를 높이기 해서는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향상을 한 학습과정 설계 략과 함께 교수자의 역할과 행동, 진을 제공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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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이버 학은 새로운 학교육기 의 모델로서, 성

인학습자들을 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

를 쉽고 편리하게 습득하는 안으로서 평생교육차원

에서 나름 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한 사회 , 개인  요구와 국가의 정책  

지원으로 속한 발 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성과에 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14]. 이를 

해 사이버 학의 질  제고를 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져왔으나, 부분의 선행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포 하지 않고, 학습동기나 태도 등 단일 요인 심으

로 사이버 학의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해 왔다[11][15][29].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 학

습환경에서 학습자 동기변인 뿐 아니라, 학습 환경변

인, 학습과정 변인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학습성과에 미

치는 요인들의 측력을 포 으로 보고자하 다. 

학습자 동기변인인 과제가치는 학습자가 학습 내

용이 자신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  가치

로[35],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고 학습을 지속하도

록 하며 앞으로 학습 역을 발 시킬 수 있도록 하

는 데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 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Liaw(2008)[27]는 학습자 동기 변인 에서

도 과제가치는 학습자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보다 요한 특성이

라고 언 하 다. 

학습환경 변인으로는 지각된 유용성을 선정하 다.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로그램이나 IT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한 개념으로[23],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의 학습

리 시스템  학사업무 리시스템 등의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학습성과

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선정하 다. 

한편, 학습 과정 변인인 교수실재감도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학습과정 요인으로 주목받아 

교수실재감도 포함하 다[1][6][13][35]. 교수실재감은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작용을 진해 주면

서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므로[26], 사이버 환경에서도 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심의 사이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의 경우에는 튜터, 운 자, 수업조교 등이 

교수자의 역할을 한다. 교수실재감은 교수 략과 과

정에 한 반 인 학습자의 인식 수 을 포함한

다. 교수실재감은 면 면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사

이버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며[27], 학습자로 하여  교수-학습 상황

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기본 인 요소

이다[6]. 그러나, 사  연구들은 교수실재감이 학습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 을 뿐, 교

수실재감의 매개효과, 즉 학습동기와 학습성과 간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교수실재감을 본 연구는 무

하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

버 학생의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들이 

가지는 측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사이버 학생

의 학습성과(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서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의 측력과 

교수실재감이 이들 변인과 학습성과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

향으로 표되는 학습성과 간의 계를 가설화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이버 학생의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

용성이 학습성과 (학습몰입, 학습지속

의향)를 측하고 있는가?

연구문제2. 사이버 학생의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이 학습성과 (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를 

측하는데 교수실재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성익과 김연경(2006)[8]은 학생 42명을 상으

로 사이버환경에서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학습몰입요

인들과 몰입수 , 학업성취 간 계를 규명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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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몰입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이고, 학습동기 에

서도 과제가치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Chen, Wigand와 Niran(2000)[19]은 304

명의 웹 이용자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사이버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몰입은 일상 인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몰입과 유사하며, 도 , 통제감, 즐거

움 등의 요인이 사이버환경에서의 몰입 구성요인이라

고 설명하 다. 이들은 한 온라인 환경에서 몰입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과제가치와 학습과제의 난

이도, 즉각 인 피드백 제공, 명확한 목표의 제공, 역

동 인 도 의식 유발임을 밝혔다.

반면, 김진호(2003)[4]는 성인교육 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앞의 연구들

과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습몰입에 향 

주는 요인으로 개인  변인(자아개념, 기 -가치)과 환

경  변인(학습내용요인, 학습진행방법요인, 교육자

계)으로 두었다. 그 결과, 기 -가치와 학습내용요인, 

교육자 계는 학습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습내용요인에는 과제가

치와 과제의 난이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제가치가 학

습몰입을 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과제

가치에 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 이지 못하다. 

한편,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과의 계는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 김수원과 오성욱(2005)[3]은 

e-Learning 시스템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기술

수용성(유용성, 이용편리성, 행동의도), 기술수용성(유

용성, 이용편리성, 행동의도)과 학습몰입 간의 계에 

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 다. 검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학습몰입에 간

으로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성완

(2006)[2]은 자교육공동체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학

습자의 학습몰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손기 과 김성국

(2006)[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한, Liu, 

Chen, Sun, Wible과 Kuo(2010)[28]의 태국의 고등학

생 436명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사이버학습

환경에서 정보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용한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

입에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2.2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이 학습

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속의향과 과제가치와의 계를 살펴보면, Shin 

(2003)[31]은 통 인 학습환경에서 168명의 여 생

을 상으로 자기효능감, 과제가치가 학업성취도와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지 규명하기 한 연구를 실시

하 다. 그 결과, 과제가치가 학습자의 성취도와 학습지

속의향을 측하는 것을 밝 냈다. Bong(2001)[18]의 

연구에서도 과제가치가 학습자의 성취도와 학습지속

의향을 측한다고 보고 했다. Husman, Derryberry와 

Crowson(2004)[25]는 과제가치와 학습성과변인과의 

계를 운동 역으로 확장시켜 연구하 다. 운동선수

의 과제가치가 노력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

에 해 189명의 운동선수를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과제가치는 운동선수들의 노력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그리고 Packham, Jones, Miller와 Thomas(2004)[30]

의 연구에서도 과정내용이 학습자의 흥미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학습자는 학업을 지속하지 않

고 도에 포기한다는 사실을 밝 내었다. 

Chiu와 Wang(2008)[21]은 성공 인 웹기반학습은 

학습지속과 같은 학습자의 충성도에 있다며 Venkatesh, 

Morris, Davis와 Davis(2003)[33]가 제시한 확장된 기

술수용모형(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에 과제가치를 포함하여 이

들과 학습자들의 학습지속의향과의 계를 구조모형 

속에서 검증하 다. 그들은 연구를 해 웹기반학습

을 제공하는 만의 학에서 평생교육학 공생 285

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습자가 지각하는 과제

가치가 개별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주 주, 최혜리, 이 희, 

그리고 이유경(2010b)[12] 사이버 학생 583명을 상

으로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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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 내었다.

한, 노미진, 이원빈과 정경수(2008)[7]은 유희성, 

정보풍부성, 합성, 자기효능감이라는 e-Learning 사

이트 특성이 지속 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 다.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인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u, Hsu, Sun와 

Lin, 그리고 Sun(2005)[20]은 웹기반 학습자 189명을 

상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사이버교육과정에 한 학

습만족에 유의한 향력을 주고 있었으며, 학습만족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Liaw(2008)[27]는 Blackbord e-learning system으

로 학습한 학습자 424명을 상으로 자기효능감, 사

용의도, 만족도, 성취도의 계를 규명하 다. 연구 

결과, 과제가치의 하 개념인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

도는 계속해서 해당 e-learning system을 사용하여 

학습할 것이라는 학습자의 지속의향에 향을 미쳤

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

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교수실재감을 매개변수, 학습성과 

변인으로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 고,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개념에 한 용어

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들의 용어 정의

변인 정의

과제가치
학습자가 학습내용이 자신 스스로에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주 인 단 정도

지각된 유용성
사이버교육환경에서 본 수강과목을 수강하
는데 있어서 사이버교육시스템이 학습자에
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한 인식 정도

교수실재감

사이버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
습을 이끌어내는 교수설계, 조직화, 학습
진 등의 반  교수에 한 학습자의 인식 
수 정도

학습몰입
본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습자가 강의에 얼
마나 빠져서 학습하는가 정도

학습지속의향
해당 사이버 학교에서 정해진 목표 달성을 
해 학습에 지속 으로 참여하려는 의지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 학생의 학습성과(학습몰입, 학

습지속의향)에 한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

재감 측력을 검증하기 해 H사이버 학의 E학과 

2010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상으로 사이버교육시스

템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두 차례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137명의 데이터

를 분석하 다. 학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28명(20.4%), 여자가 109명(79.6%)으로 여자 학습자

가 더 많았다. 

3.2. 측정도구

3.2.1. 과제가치

과제가치를 측정하기 해 Wigfield와 

Eccles(1985) [34]에 의해 흥미, 유용성  요성 가

치지각으로 구성 분류한 것을 양명희(2000)[10]가 9개

의 문항 가운데 유사 문항 두 개를 제외하고, 남은 

문항  사이버 학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6문항을 

사용하 다. 이들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요성 

가치 2문항( ,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그 자체를 요하게 생각한다.’), 흥미 2문항( , ‘나는 

본 강의에서 학습하는 것이 재미있다.’), 유용성 2문

항( , ‘나는 본 강의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

도 계수는 .89이었다

3.2.2.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해 Davis(1989)[23]의 

TAM(Technology Accptance Model)에서 지각된 유

용성․용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그  지각된 

유용성( , ‘사이버교육시스템 사용은 학교에서의 학

습을 돕는다.’)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동일한 4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토록 한다. 

총 4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문항 신뢰도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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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이다.

3.2.3. 교수실재감

본 연구에서는 Swan 외(2008)[32]의 측정도구인 

13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이버 학에 합하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인 문항의 

로는, ‘교수자는 요한 학습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었다.’등이 있다. 총 13개 문항으로 본 연구에

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3.2.4.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해 Agarwal과 Karahanna 

(2000)[16]가 제시한 몰입측정도구와 김진화, 변 수

(2004)[5]의 측정도구에 Csikszentmihalyi(1975)[22]와 

Hoffman과 Novak(1996)[24]이 공통 으로 제시한 통

제감각에 한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토록 한다. 학습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Likert 5  척도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84이었다. 문항의 내

용으로는 방해물 차단, 지루하지 않음, 과정에의 집

, 즐거움 획득, 통제감각에 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 : ‘나는 이 강의에 집 하 다’와 ‘나는 이 과정을 

수강한 것이 무척 좋은 경험이었다’).

3.2.5. 학습지속의향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 측정도구는 

Shin(2003)[31]의 도구를 사용토록 한다. Shin(2003)

의 검사도구는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

향을 6개 문항으로 측정하 고, 문항은 Likert 5  척

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79이었다. 표 인 문항의 로는 ‘나는 다음 학기

에도 등록할 것이다.’ 등이 있다. 

3.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이버 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

향에 한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의 

측력을 검증하고자 H사이버 학의 E학과 재학생을 

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은 H사이버 학의 사이버교육시스템에 탑

재하여 이루어졌다. 2010학년도 2학기 첫주에 실시

된 1차 설문에서는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을 측

정하 고, 9주에 실시된 교수실재감, 학습몰입, 학습

지속의향을 측정하 다. 이상의 차를 거쳐, 측변

인인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 매개변인인 교수실

재감, 종속변인인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한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자료분석 방법으로 상 분석

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측변인인 과제가

치와 지각된 유용성이 거변인인 학습효과를 측

함에 있어 교수실재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 는

지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17]가 제시

한 계  회귀분석법을 사용하 다. 변인의 매개역

할을 분석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

계별 과정을 거쳐 매개변인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합하다[17].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6.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유의수  .05를 기 으

로 분석하 다.

4. 결과

4.1.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 학습

성과의 기술통계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 학습성과

(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에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n = 137)

최소 최 평균(M) 표 편차(SD)

과제가치 3 5 4.14 .51

지각된 유용성 3 5 3.84 .50

교수실재감 3 5 4.05 .52

학습몰입 2 5 3.87 .58

학습지속의향 3 4 3.3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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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감, 학습

성과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재

감 그리고 학습성과(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인들 간의 상 계수

(n = 137)

1 2 3 4 5

1. 과제가치 -

2. 지각된유용성 .513* -

3. 교수실재감 .272* .390* -

4. 학습몰입 .438* .300* .628* -

5. 학습지속의향 .349* .199* .390* .593* -
*
p < .05

4.3. 과제가치의 학습성과 예측에서 교수실재감의 

매개역할

4.3.1. 과제가치의 학습몰입 예측에서 교수실재

감의 매개역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

석에 따르면,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한 제조건으

로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매개변인 모두를 측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을 

측하는지 통계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다.

먼  1단계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종속변인인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학습몰입에 

한 과제가치의 단순회귀 측모형을 살펴보면, F = 

31.27, p = .00으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과제가치의 표 화된 회귀계수 β값은 .44로 학습몰입

을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2단계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매개변인인 교수실재감에 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 다. 그 결과 모형은 F = 10.51, p = .00 

이 으며, 과제가치가 유의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

(β = .29, p < .05) 매개분석 2단계를 충족시켰다. 3

단계로 종속변인으로 학습몰입을, 독립변인으로 과제

가치와 교수실재감을 모두 투입하 고, 과제가치가 

통제된 상태에서 교수실재감의 측력을 확인하 다. 

그 결과, F = 58.49, p = .00로 측모형이 통계 으

로 유의했으며(β = .55, p < .05), 두 변인은 학습몰

입 변화량의 약 47%(수정계수에 의하면 약 46%)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과제가치만을 학습몰입에 회

귀시킨 모형의 설명력(   = .19)에 비해 28%가 증가

한 것이다. 

한, 학습몰입에 한 과제가치의 직 효과도 유

의하게 나타났다(β = .29, p < .05). 따라서 과제가치

는 학습몰입을 직 으로 측하며, 한, 교수실재

감은 과제가치가 학습몰입을 측하는데 있어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실재

감의 매개효과크기는 .15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과제가치-학습몰입 간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

(n = 137)

모

형

독립

변인
B β t p Ϝ  

( )

1
과제

가치
.50 .44 5.59

*
.00 31.27 .19(.19)

2

과제

가치
.33 .29 4.37

*
.00

58.49

(.00)
.47(.46)

교수

실재감
.62 .55 8.34

*
.00

*p < .05

4.3.2. 과제가치의 학습지속의향 예측에서 교수

실재감의 매개역할

먼  1단계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종속변인인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학습지

속의향에 한 과제가치의 단순회귀 측모형을 살펴

보면, F = 18.26, p = .00으로 유의수  .05에서 유의

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때 과제가치의 표 화된 회귀계수 β값은 .35로 

학습지속의향을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2단계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매개변인인 교수실재감에 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모형은 F = 10.51, 

p = .00 이 으며, 과제가치가 유의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β = .29, p < .05) 매개분석 2단계를 충족시

켰다. 3단계로 종속변인으로 학습지속의향을,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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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과제가치와 교수실재감을 모두 투입하 고, 

과제가치가 통제된 상태에서 교수실재감의 측력을 

확인하 다. 그 결과, F = 18.00, p = .00로 측모형

이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β = .32, p < .05), 두 변

인은 학습지속의향 변화량의 약 22%(수정계수에 의

하면 약 2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과제가치만을 

학습지속의향에 회귀시킨 모형의 설명력(   = .12)에 

비해 10%가 증가한 것이다. 

한, 학습지속의향에 한 과제가치의 직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35, p < .05). 따라서 과제가

치는 학습지속의향을 직 으로 측하며, 한, 교

수실재감은 과제가치가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데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크기는 .09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과제가치-학습지속의향 간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

(n = 137)

모

형

독립

변인
B β t p Ϝ  

( )

1
과제

가치
.22 .35 4.27

*
.00 18.26 .12(.12)

2

과제

가치
.17 .26 3.26

*
.00

18.00

(.00)
.22(.20)

교수

실재감
.20 .32 3.96

*
.00

*p < .05

4.4. 지각된 유용성의 학습성과 예측에서 교수실재

감의 매개역할

4.4.1. 지각된 유용성의 학습몰입 예측에서 교수

실재감의 매개역할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지각된 유용성이 종속변

인인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학습

몰입에 한 지각된 유용성의 단순회귀 측모형을 

살펴보면, F = 13.05, p = .00으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10%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때 지각된 유용성의 표 화된 회귀계수 β

값은 .30로 학습몰입을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2

단계로 독립변인인 지각된 유용성이 매개변인인 교수

실재감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모형

은 F = 23.69, p= .00이 으며, 지각된 유용성이 유의

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β = .39, p < .05) 매개분

석 2단계를 충족시켰다. 3단계로 지각된 유용성과 교

수실재감을 모두 투입하여 지각된 유용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교수실재감의 측력을 확인하 다. 그 결

과, F = 43.36, p =.00로 측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

했으며, 두 변인은 학습몰입 변화량의 약 40%(수정계

수에 의하면 약 39%)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에 직 으로 향

을 미침은 물론, 교수실재감을 통해서 간 으로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실재

감의 매개효과크기는 .23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지각된 유용성-학습몰입 간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

(n = 137)

모

형

독립

변인
B β t p Ϝ  

( )

1
지각된 

유용성
.35 .30 3.61

*
.00 13.05 .10(.08)

2

지각된 

유용성
.07 .07 .88 .38

43.36

(.00)
.40(.39)

교수

실재감
.67 .60 8.19

*
.00

*
p < .05

4.4.2. 지각된 유용성의 학습지속의향 예측에서 교

수실재감의 매개역할

1단계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F = 5.47, p = .02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4%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때 지각된 유용성의 표 화된 회

계계수 β값은 .20으로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2단계는 지각된 유용성이 교수실재감

을 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β = .39, p 

< .05). 한, 3단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

향을 측하는데 있어 교수실재감의 매개역할을 확인

할 수 있었다(β = .37, p < .05). 그리고 지각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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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실재감 두 변인은 학습지속의향 변화량의 

약 16%(수정계수에 의하면 약 14%)를 설명하고 있

었다. 이는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직 효과와 함께 교수실재감을 거치는 간 효과도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실재감의 매개

효과 크기는 .14이다(<표 7> 참조). 

<표 7> 지각된 유용성-학습지속의향 간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

(n = 137)

모

형

독립

변인
B β t p Ϝ  

( )

1
지각된 

유용성
.13 .20 2.34 .02 5.47 .04(.03)

2

지각된 

유용성
.04 .06 .64 .52

11.97(.

00)
.16(.14)

교수

실재감
.23 .37 4.22 .00

*
p < .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 학생의 학습성과(학습몰입, 학

습지속의향)에 한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 교수실

재감 측력을 검증하는데 목 이 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학생의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을 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가 

학습몰입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과제가치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다는 결

과는 사이버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는 학습하는 내용이 

자신의 업무나 심분야와 계가 있다고 단할 때 

학습과정에 집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박성익과 

김연경(2006)[8], Chen, Wigand와 Niran(2000)[1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

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기업의 사이버 

학습자를 상으로 한 손기 과 김성국(2006)[9]의 연

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사이버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사이버 학생의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지 알아본 결과, 두 변인 모

두가 학습지속의향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과제가치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학습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가치있

다고 인식할수록 학습을 지속하려 한다는 선행연구

[18][2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사

이버환경에서 학습자가 사이버교육시스템이 유용하다

고 느낄 때 학습을 지속할 경향이 높다는 Chiu, Hsu, 

Sun, Lin, Sun(2005)[21], Liaw(2008)[27] 등의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은 교수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교수실재감이 과제가치, 지각된 유용성과 학

습지속의향 사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한 결과 교수실재

감은 각각의 계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선행연구에서 교수실재감은 학습

자가 경험하는 학습과정 에 나타나므로 정 인 

학습성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독립변인으로 사이버 학

습환경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6]. 그러나,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없

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변인(과제가치)과, 학

습환경변인(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성과(학습몰입, 학

습지속의향)를 직 으로 측할 뿐 아니라 교수실

재감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도 측한다는 것을 

규명하 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학생의 

학습성과(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를 높이기 해서는 

학습자의 과제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기 한 

학습설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교수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설계방안도 필요하다하겠다. 

결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

의미한지 과제가치를 인식하는 정도를 수시 체크하여 

과정 내용에 반 토록 한다.

둘째, 학습자에게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지속 인 

심을 갖고 차 세분화되어가는 학습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업그 이드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 지원에 한 교수자나 튜터, 수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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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이버교육시스템 상

에서 실시간으로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 학

습자-학습내용에 한 상호작용을 진함으로써 사이

버교육환경에서 보다 지속 으로 학습자의 학습성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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