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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COVID-19의 확산은 국민 보건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까지 영향을 미쳤다. 교육 영역

의 경우, 초·중등 학교를 포함하여 대학까지 학생들

의 등교가 미루어졌고, 비대면이라는 환경으로 전환

되어 교수-학습이 진행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위해 e학습터라는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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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화상수업, 녹화 수업 등이 제공되었으며, 각 

대학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동하여 zoom,

webex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강의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는 실험 및 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이론 수업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COVID-19 상황 이후 실시간 화상 강의를 포함한 원

격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식과 한계

점 등이 교육계 전반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았다[1].

특히, 2020년 COVID-19의 출현 이후 4학기 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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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and
expected matching on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for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K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Chungcheongbuk-do, and 488 data were analyzed and utilized. Fir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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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tisfac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ways to continuously manage
the quality of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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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수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대학에

서는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품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관리시스템은 초기에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기

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점차적으로 학습자와 학

습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진화하고 있다[2]. 학습관리시스템은 교수-학

습 상황에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COVID-19 등을 포함한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역할이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시스템이 교

육현장에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사용자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지속적 사용의도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초

기에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기존의 시스

템에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연구를 확대하여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격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존의 이러닝, 블랜디드 러닝, 플립러닝 등의 비교적 

익숙한 교수방법의 형태로 제공된 수업을 넘어 학습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zoom, webex을 활용한 실시

간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학습을 지원하는 측

면도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관리시스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

관리시스템 활용 온라인 교육 효과성 분석[3, 4], 학습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연구[5],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 

설계 연구[6], 학습관리시스템 이용자의 학습행태 연

구[7] 등이 수행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학습관리시스

템 관련 선행연구는 교육효과성 분석과 플랫폼 개발 

운영 측면의 연구가 다수 다루어지고 있으나 학습관

리시스템에 관한 학습자의 기대일치에 연구는 활발

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교육

환경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습관

리시스템의 기능적인 변화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토

대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격교육에서 콘텐츠를 전

달하는 수단 혹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 활동의 보

조 수단으로 사용되던 학습관리시스템을 실시간 화

상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변화

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따라서 COVID-19 환경에서 학습관리시스템

을 이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학습자가 시

스템에 대한 기대 일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

성, 사용자 만족이 그로 인한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학습관리시스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학습자들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시스템 중 하나인 학습관리시스템은 웹 상

에서 교수-학습 과정의 전반을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

한 시스템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은 교수자가 강의교

안, 학습 자료, 참고 자료 등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과제물 제출 및 피드백, 온라인 토의 활동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협동 학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의실 수업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웹상에서 폭넓게 활용

될 수 있어 일방향적인 학습활동이 보완될 수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학습활동 

메뉴 기능은 다음과 같다[8]. 첫째, 공지사항은 수업

관련 각종 안내를 제공한다. 둘째, Q&A 게시판은 교

수자와 학습자가 면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질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으

로 사용된다. 셋째, 자료실은 학습관련 정보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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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간으로 교수자의 강의 교안, 토의 활동지 등 

다양한 학습활동 자료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용

된다. 넷째, 채팅방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 등을 교수

자와 학습자가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받

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토론방은 특

정 주제에 대한 개인 혹은 팀의 의견을 공유하고 텍

스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자에게 성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학습

관리시스템은 학습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면대면 

수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

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COVID-19 이후에는 학습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에서 zoom, webex 등을 연동하여 실시간 화상강의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

고 있다. 특히, zoom, webex 등을 학습관리시스템에 

연동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할 

경우, 출결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

에 교수자의 학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습자 

또한 출결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

에 학습관리시스템을 연동하여 실시간 화상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편의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효과

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COVID-19 이후, 비대면

과 대면 교수-학습 상황의 혼합적 교육환경의 확대됨

을 고려하여 학습관리시스템의 학습활동에 대한 메

뉴 등의 변화에 학습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를 관련 변인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2.2 사용의도 관련 연구
사용의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상에 대

하여 태도를 형성한 이후에 특정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지와 신념이다. 개인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척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중시되고 있다[9].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교

육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닝,

모바일 러닝, 블랜디드 러닝, 플립러닝, MOOC 등과 

같이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스템

들이 학습자에게 얼마만큼 수용되고 확산될 것인지

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10-13]. 이처럼 특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계

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측

면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사용의도는 학

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의도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지속적 사용의도는 특정한 기술이나 시스템을 활

용할 때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도입되거나 변화를 맞이

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도를 구조적으로 탐색하

는 것은 의의가 있다[14,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

VID-19 이후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필수적

인 지원 시스템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학습자들

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학습관

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기대 일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

성, 사용자 만족에 대한 변인을 선정하여 연구 모형

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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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요인을 정의하

였다. 먼저,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제공

되는 기능이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에 전반적

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효율적인지를 의미하며, 지각

된 용이성은 학습관리시스템 사용 방법이 쉽고, 특별

한 노력이 필요 없는지 등의 전반적인 용이성을 포함

한다. 기대 일치는 학습관리시스템 이용 전에 학생의 

기대 일치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학습관리시스

템은 수업에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활용되

는 시스템이며, 강의 자료 활용, 퀴즈, 과제제출, 학우

와의 토론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학습자

가 실제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의 기대와 일치

하는지에 따른 효과 분석은 의미가 있다.

사용자 만족은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품질과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며, 지속적 사

용의도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앞으로도 꾸준히 잘 활

용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만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측면

에서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개인

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이다[26]. 이러한 사용자 만

족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이 채택되고, 해당 시스템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사용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27].

또한, 지속적 사용의도는 수업에서 학습관리시스

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기대 일치, 유용성, 용이성, 사용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족도는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지표로 특정 서비스나 시스템을 경험하고 

난 뒤에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이다[28]. 이에 본 연구

에서의 사용자 만족은 학습관리시스템에 관한 만족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육경험에 

관한 인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만족

도는 학생들이 학습관리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충족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29].

Ⅳ. 연구 결과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만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연구 가설
구분 가설 관련 연구
H1

기대 일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19]

H2
기대 일치는 지각된 용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H3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20]

H4
기대 일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18]

H5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20]

H6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8, 21-23]

H7
지각된 용이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5]

H8
사용자 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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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성립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K 대학 재학생 대

상으로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설

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응답자 488명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 284명(58.2%), 남학생 204명

(41.8%)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 177명(36.3%), 3학년 110명(22.5%), 4학년 102

명(20.9%), 2학년 99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의 경우 인문사회융합대학 173명(35.5%), 의료생명대

학 130명(26.6%), 과학기술대학 106명(21.7%), 디자인

대학 79명(16.2%) 순으로 나타났다. 4.2 연구 모형의 특성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참고하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학생 284 58.2

남학생 204 41.8

학년

1학년 177 36.3

2학년 99 20.3

3학년 110 22.5

4학년 102 20.9

단과대학

과학기술대학 106 21.7

디자인대학 79 16.2

인문사회융합대학 173 35.5

의료생명대학 130 26.6

<표 3> 측정 도구의 요인 분석
구분 B β S.E. C.R. AVE 개념신뢰도

기대 일치

1 0.908 - -

0.973 0.991
1.039 0.91 0.031 32.998

1.064 0.933 0.030 35.530

1.079 0.921 0.032 34.151

지각된 유용성

1 0.941 - -

0.974 0.9910.977 0.926 0.025 38.78

1.020 0.911 0.028 36.655

지각된 용이성

1 0.951 - -

0.971 0.9851.006 0.953 0.023 43.419

0.903 0.832 0.031 28.670

사용자 만족

1 0.934 - -

0.974 0.991
0.972 0.915 0.026 36.867

0.990 0.94 0.024 40.648

1.005 0.910 0.028 36.214

지속적 

사용 의도

1 0.874 - -

0.968 0.9841.039 0.901 0.037 28.282

1.071 0.932 0.036 30.028

Chi-square=332.954
RMR=.015, GFI=.926, RFI=.962,

NFI=.969, CFI=.979, IFI=.979, TLI=.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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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만족도 구성 문항은 

Likert 5점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요인은 지각된 

용이성, 기대 일치,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 지속

적 사용의도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용이성은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쉽다고 인식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활동에 충분

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박혜진[11]

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용법의 용

이성, 유용성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사용자 만족

은 학생들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긍정적으로 연관

된 것을 느끼는 지표로 송민석, 정기만[3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만족 등 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지속 사용 의도는 학습관리시스템

을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박혜진[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의 적극적 사용 의

향,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정도 등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 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 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기대 일치 4문항, 지각된 유용성 3문항,

지각된 용이성 3문항, 사용자 만족 4문항, 지속적 사

용의도 3문항, 전체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모형

의 적합도는 Chi-square=332.954(ρ<0.01), RMR=.015,

GFI=.926, RFI=.962, NFI=.969, CFI=.979, IFI=.979, TL

I=.974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일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

와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 결과를 살펴보

면, 기대 일치 .955, 지각된 유용성 .947, 지각된 용이

성 .935, 사용자 만족 .959, 지속적 사용의도 .929, 전

체 신뢰도는 .974로 각 0.9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본 연구에서 자료

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 AMOS 25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특

성과 측정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

확인적 요인, 신뢰도,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기대 일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구조 관계 모형의 효과 

검증을 하였다.

4.3 기술통계 분석
문항별로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 사용의

도의 평균이 4.30점(SD=.697)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였다.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매우 유용하고 도움

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사용 방법은 수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학습활동을 위한 기능 및 품질에 전

반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

용할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기술통계 분석
변인 문항 M SD

기대 

일치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은 기대

를 충족한다.
3.85 .884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보니 전반적

으로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3.83 .917

학습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품

질은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다.
3.82 .915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보니 기대했

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
3.74 .940

지각된 

유용성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습활동에 전반적

으로 도움이 된다.
3.99 .842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매우 유용하

다.
3.97 .836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구분 (변인별) 항목 수 (전체)

기대 일치 .955 4문항

.974

지각된 유용성 .947 3문항

지각된 용이성 .935 3문항

사용자 만족 .959 4문항

지속적 사용의도 .929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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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기대 일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기대 일치는 지각된 유용성(r=.8

48, p<.001), 지각된 용이성(r=.715, p<.001), 사용자 만

족(r=.871, p<.001), 지속적 사용의도(r=.652, p<.001),

사이에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각된 유용성

은 지각된 용이성(r=.729, p<.001), 사용자 만족(r=858,

p<.001), 지속적 사용의도(r=689, p<.001) 간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 만족(r=.752, p<.001), 지속

적 사용의도(r=.599,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 사용자 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r=.653, p<.001)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 모형에서 관련 변인 간 설정된 가설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 간의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

며, 가설적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적 경로는 기대 일치 → 지각된 유용성(.848*), 기대 

일치 → 지각된 용이성(.715*), 지각된 유용성 → 사용

자 만족(.350*), 기대 일치 → 사용자 만족(.454*), 지각

적 용이성 → 사용자 만족(.177*), 지각된 유용성 → 

지속적 사용의도(.442*), 지각된 용이성 → 지속적 사

용의도(.165*), 사용자 만족 → 지속적 사용의도(.156*)

에서 해당 경로의 가설이 지지 되었다.

Ⅴ.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지

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선정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습 성취에 대한 

효율을 높여준다.
3.92 .887

지각된 

용이성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은 배우기 

쉽다.
3.94 .913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쉽다

고 생각한다.
3.94 .916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3.87 .942

사용자 

만족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전반적

으로 만족한다.
3.97 .884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해 학습활동 하

는 것에 만족한다.
4.02 .877

학습관리시스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

한다.
4.00 .869

학습관리시스템 품질에 대하여 만족한

다.
3.92 .912

지속적

사용의

도

학습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4.30 .742

학습관리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31 .748

학습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할 의향이 

있다.
4.30 .745

<표 6> 상관관계
구분 M SD 1 2 3 4 5

1. 기대 일치 3.81 .858 1

2. 지각된 유용성 3.96 .813 .848** 1

3. 지각된 용이성 3.92 .869 .715** .729** 1

4. 사용자 만족 3.97 .836 .871** .858** .752** 1

5. 지속적사용의도 4.30 .697 .652** .689** .599** .65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그림 2> 연구 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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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용자 만족, 기대 일치, 지속적 사용의도 요인의 

모형적합도는 Chi-square=332.954(ρ<0.01), RMR=.01

5, GFI=.926, RFI=.962, NFI=.969, CFI=.979, IFI=.979,

TLI=.974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내적 일관성은 .929~.95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599~.869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전반적 기대일치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시스템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 일치, 용이성,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사

용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용

이성과 유용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기범

[31]의 연구와 학습자의 기대일치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필수, 이용기, 정남호[32]의 결과와 일치한

다. 학습자의 수업 활동을 수월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 활동에서 필요한 교수자와의 온라인 상호활동,

과제물 업로드, 강의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 다운로드,

교수자와의 채팅을 통한 상호활동, 퀴즈, 온라인 시험,

토론 등을 매우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 학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포탈 일반공지, 학습관리시스템 공지 사항에 학

습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사전 안내하여 어려움 없

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용자 만족이 

지속적 사용의도 간 영향 관계가 성립하였다. K대학에

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전공 수업은 대면수업, 교양은 

비대면 수업으로 혼합 운영되고 있다. 대면 수업과 비

대면 수업 모두 교수자와의 온라인 상호활동을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은 실

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한다. 학습관리시스템의 화상강

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 시 특정 시간에 수

업 집중으로 네트워크의 끊김 등이 시스템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의 지속적인 사

용을 유도하고 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닝, 플립러닝 등의 원격 강좌는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 운영되고, 학습자는 동영상 수

강함으로써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출석 누락은 학생

들에게 예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학습자의 교육 

<표 7> 가설 경로 검증 결과
가설경로 B β S.E. C.R. 직접 간접 총효과 검증

결과
H1

지각된 

유용성
← 기대 일치 0.803 0.848 0.023 35.272*** 0.848* - 0.848* 지지

H2
지각된 

용이성
← 기대 일치 0.725 0.715 0.032 22.592*** 0.715* - 0.715* 지지

H3
사용자 

만족
←

지각된 

유용성
0.357 0.350 0.037 9.677*** 0.350* - 0.350* 지지

H4
사용자 

만족
← 기대 일치 0.439 0.454 0.040 11.024*** 0.454* 0.424* 0.878* 지지

H5
사용자 

만족
←

지각된 

용이성
0.169 0.177 0.026 6.450*** 0.177* - 0.177* 지지

H6
지속적 

사용의도
←

지각된 

유용성
0.375 0.442 0.051 7.347*** 0.442* 0.055* 0.497* 지지

H7
지속적 

사용의도
←

지각된 

용이성
0.131 0.165 0.037 3.570*** 0.165* 0.028* 0.193* 지지

H8
지속적 

사용의도
←

사용자 

만족
0.130 0.156 0.057 2.280* 0.156* - 0.156*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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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향상, 학습 효과 증진, 교육 인프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시스템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품질의 만

족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석용

[3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제시 결과를 기반으로 차후 연구에 관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K 대학 학습관리시스

템 사용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정하였으므로 연

구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에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4년제 대

학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을 

선택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의 특정 요인

들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향후, 대면 수업 학생들과 비

대면 수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학

습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방안 도모

를 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학습자

가 학습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모

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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