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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 학습효과의 구조  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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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숨 가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 우 는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인력의 수

에 달려있다. 기업들은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지속 으로 양성하는 방안으로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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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역량을 높여  수 있는 이러닝을 가능성 있는 안으로 주목하고 

있다(나일주, 2007; AmbientInsight, 2008; Noe, 2005). 국내에서도 고용보험환 과 같은 정책

인 지원 등으로 기업교육에서 이러닝은 양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닝의 양  성장에

도 불구하고 학습효과에 한 의문은 여 히 풀리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러닝에 

한 학습자 만족도가 다소 낮으며, 높은 도탈락의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이러닝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나일주, 2007; 주 주, 김소나, 김나 , 

2008; Long et al., 2008; Meister, 2002; Shin, 2003).

이에 이러닝의 학습효과를 비용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보다는 학습경험의 가치와 연결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돌 구를 찾아가고 있다(신나민, 2005; 윤순경, 2008; 

Garrison & Cleveland-Innes, 2005; Saba, 2000; Wang & Kang, 2006). 이러닝의 학습경험에 해 

논의하는 연구들은 물리 인 이 배제된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러닝에서 학습자는 통

인 학습환경에서와는 질 으로 다르게 학습을 지각하고 경험할 것이라 제한다. 그러므로 학

습자가 체험하는 유의미한 학습경험과 과정 그리고 학습효과도 기존의 면 면 학습과는 다르리

라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실재감(presence)이 최근 연구되고 있다.

실재감이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 는 지각(the sense of being there)’을 의미하는 개념이

다. 실재감은 주 인 인식으로서, 실재(實在)와는 다르다. 를 들면, 두 명이 한 공간에서 

화를 나  때, 둘은 한 공간에 실재하고 있지만 둘이 각각 인식하는 화 상황 는 서로에 한 

실재감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이 게 물리 으로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어도 각각의 실재감 수

이 다른데, 주체가 물리 으로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진행되는 가상공간에서의 학습환경에서는 

당연하게 실재감에 한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를 지각이 환상을 일으키는 것 

는 이차  매개 경험으로 표 하기도 한다.

교수학습 맥락에서 교수실재감은 교수(instruction) 설계와 운 에 한 학습자의 인식 수 을 

의미하며, 교수자가 질 높은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이를 진시키는 수업 운 을 할 때에 학습자

들이 수업에 해 인식하는 민(賢敏)함을 의미한다. 반면 학습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

서 학습내용을 가지고 학습할 때 내부 으로 지각하는 인지 , 감성  민함을 의미한다(Kang 

et al., 2009). 따라서 교수실재감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외부의 학습환경에 한 지

각이며, 학습실재감은 자신의 내면에 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실재감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은 실재감 요인의 상호  계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설명하고 실재감이 학

습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안한다(신나민, 2005; Akyol & Garrison, 2009; Garrison & 

Arbaugh, 2007; Wang & Kang, 2006). 

그러나 이제까지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의 역할과 학습효과와의 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특

정 요소만을 고려한 까닭에 변인들 간의 종합 인 계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Arbaugh & Hwang, 2006; Akyol & Garrison, 2009; Garrison & Arbaugh, 2007; Huang & 

Alessi, 1999; Pawan et al., 2003). 실재감의 이론  임워크에서 실재감은 단일 요인이라기보

다 다차원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서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한다. 따라서 이들 간

의 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요소의 역할만을 규명한다면, 학습과정에서 실재감이 형성되

고 강화되는 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기 어렵다. 를 들어, Pawan 외(2003)는 이러닝에서 학습자

들이 문제해결의 일부 단계에서 높은 수 의 인지  실재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규명하면서, 이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수실재감을 언 하며 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는 교수실

재감이 학습자의 인지 , 감성  실재감을 향상시켜 몰입 학습을 유발하기 한 필수  요소임

을 시사한다. 한 실재감의 계와 학습효과에 한 향을 고찰하는 양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며,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Garrison & Arbaugh, 2007; Kim,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실재감의 다차원 인 속성을 고려하여 학습효과에 향을 미치는 교수실재감과 학습

실재감의 역할을 실증 으로 규명하는 데에 을 두었다.

한편, 기업의 이러닝이 부분 개별 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실  측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에 인지 , 감성  실재감만 포함시키고 사회  실재감은 배제하 다. 

한, 부분의 기업 이러닝 과정에서 학습자 평가는 일정 수를 기 으로 pass/fail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 단순히 이분화하여 성취도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정확한 성취 수 을 악하

기는 힘들므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학습과정의 질을 평가하는 요한 요인

으로 선정하 다(류지헌, 2007; Sugrue, O'Driscoll, & Vona, 2006). 한, 학습을 그만두는 것과 

련하여 개인  혹은 외부  이유가 주된 이유인 사이버 학과는 달리, 기업에서는 학습과 

련된 이유가 도탈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학습효과 변인으로 지속의지를 의

미하는 학습지속의향을 채택하 다(Diaz et al., 2002; Long et al., 2008).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실재감을 통해 면 면 환경과 다른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가 고유하

게 경험하는 학습과정을 설명하고, 이러닝의 학습효과를 학습경험의 가치와 연결하여 이들 요인 

간의 계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의 두 요인인 인지 , 감성  실재감, 그리고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으로 

표되는 학습효과 간의 계를 구조 으로 가설화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업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그리고 학습효과의 구조  계모형은 

합한가?

연구문제 2. 기업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그리고 학습효과 간에는 직 , 간

 계가 형성되는가?

연구문제 3. 기업 이러닝에서 학습실재감은 교수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를 매개하는가?



Ⅱ. 

이러닝을 활용하여 기업교육을 진행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개인과 조직 차원의 혜택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나일주, 2007; Noe, 2005). 첫째, 이러닝에 한 근의 용이성은 조직 구성

원들의 교육기회를 확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쁜 업무로 인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

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쉽게 근할 수 있는 이러닝을 통해 재교육에 참여하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는 이러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용을 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집합교육을 이러닝으로 체하거나 콘텐츠를 재사용함으로써 교육비용을 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를 들어, Deloitte & Touch에서는 매년 뉴욕에서 신규 트 에 한 

연수를 실시해왔는데, 이러닝을 도입한 이후 교육비를 10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감하 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기업은 교육훈련의 비용 감 측면에서 성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이러닝은 집합교육이나 워크 과 같은 오 라인 교육을 해 사 지식을 확보하

거나 사후 학습을 한 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통 인 교육체제

의 효과성을 높이기 한 보완 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들을 미루어 볼 때, 이러닝

은 개인의 학습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훈련 비용을 감하며 교육품질을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러닝이 학습경험의 질을 증진하여 정 인 학습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에 해서는 여 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나일주, 2007; Long et al., 2008; Reeves, 2006). 이러

닝의 요한 잠재력  하나는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에서 양질의 학습경험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기업이 이러닝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인 발 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을 도모하는 등 이러닝의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습자보다는 개발자의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나일주, 2007; Reeves, 2006). 한 면 면 학습과 달리, 분

명히 이러닝이 학습자 심의 학습방법이라는 큰 차이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상들을 이해하여 이들이 학습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체계 인 연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

으로서 실재감에 주목하 다. 학습자가 학습상황에 존재하며 온 히 깨어 있어 학습에 능동 으

로 참여할 때 학습자는 효과 인 학습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다.



교수실재감은 면 면 환경에서도 교사실재감(teacher presence), 수업실재감(classroom 

presence)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Halonen, 2002; Kessler, 2000). 표 으로 Kessler(2000)는 

교수실재감을 교수자의 문성에 기 한 학습자에 한 배려로 정의하 으며, Halonen(2002)은 

수업실재감을 학습자들에게 심을 보이고 수용하며 학습을 진하는 교수자의 실재로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면 면 학습환경의 교수실재감은 교수자의 역할에 을 두어 

교수자가 학습을 주도하고 진하며 자신과 함께 있음을 지각하는 학습자의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은 면 면 학습에서의 정의와 유사하면서 온라인이라는 

환경 때문에 조 은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Garrison 외(2001)에 의하면,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실

재감은 학습자 개인이 의미 있고 교육 으로도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실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 , 사회  과정을 설계하고 진하며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Garrison & Arbaugh, 2007; 

Swan et al., 2008). Xin과 Feenberg(2006)는 Garrison 외(2001)가 정의한 교수실재감의 개념에 

해, 참여자, 특히 교수자가 교육  경험을 설계하고, 담화를 진하며 직 인 교수를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Balakrishnan과 Pierre(2007)는 교수실재감을 온라인 코스에서 명확한 규칙

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교수자의 능력으로 정의하 다. 

이 듯, 면 면 학습환경이나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은 문성과 열정을 지니고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교수자에 한 인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는 튜터나 

운 자, 심지어 에이 트 등과 함께 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교수자는 학습자와 권 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상이함을 보인다(강명희, 2005; Arnold & Ducate, 2006). 따라서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의 개념은 교수자에 한 인식보다는 교수를 설계하고 조직화하고 학습을 진하는 

반 인 교수 상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실재감을 교수(instruction) 략과 운 에 한 학습자의 인식 수 으로 정의하 다.

Garrison 외(2001)에 의하면, 교수실재감은 교수 설계와 조직화 정도, 직  진 정도의 두 

개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인 교수 설계와 조직화는 교수 설계자나 교수자가 학습내용이나 

활동의 구조, 상호작용, 평가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조직화하는 측면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의미한다(Anderson et al., 2001; Garrison et al., 2001). 면 면 환경에서와 달리, 물리  이 

배제된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 설계와 조직화 정도는 학습자로 하여  구조화된 

학습 분 기를 느껴 학습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Anderson et al., 2001). 교수 설계와 

조직화 정도에는 학습목표 설정, 학습활동 설계, 학습내용 제시에 한 인식이 포함된다(Swan 

et al., 2008. 두 번째 하  역인 직  진 정도는 직 교수(directed facilitation)로서, 학습과정 



동안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하고 진하는 교육운 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한

다. 직  진 정도에는 이해 진, 시 피드백, 참여 격려가 포함된다. Garrison과 Arbaugh(2007)

는 직  교수의 요성을 주장하며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정보를 의미 있게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도록 직 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Kamin 외(2006)는 직 으로 안내하는 것을 넘어, 내용의 요약, 피드백 제공, 그리고 토론의 

강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학습 진’을 강조하 다.

교수실재감은 이러닝뿐 아니라 면 면 학습에서도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결정하는 요한 결정

자로 인식되어 왔다(Halonen, 2002; Kessler, 2000). Kessler(2000)는 교수실재감이 부재한 수업에서 

교수자는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학생들과 도 마주치지 않고 기계 으로 지식을 달하는 것을 

묘사하 다. 학생들이 떠들고 집 하지 않았으나 교수자는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기계 으로 끝내는 교수자의 모습에 하여, Kessler는 교수자가 그 수업에서 

실재하지 않았고 교수실재감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교육과정이 잘 마련되어

도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의 수 이 낮다면 인지 , 감성 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닝에서 역시, 교수실재감은 학습경험을 좌우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면 면 학습환경에서는 교수 과정이 다소 수업상황에만 국한되는데 반하여, 이러닝 환경에서

는 학습내용이나 활동이 언제든 제시되고 지속될 수 있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습경로가 수정되

고, 학습자의 활동에 한 피드백을 원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등 지속 인 교수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듯, 교육환경의 변화로 이러닝에서 

학습자는 교수실재감을 지속 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환경에 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존재하면서 

내면 으로 지각하는 학습실재감인 인지 , 감성  실재감에 향을  수 있으며, 학습효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인지  실재감과 감성  실재감은 학습환경이 아닌 일반 인 

온라인 환경에서도 주체가 해당 상황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된 학습을 제로 한 학습상황에서, 교수실재감은 다른 환경에서의 실재감과 구별되는 학습실

재감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인이다. 교수 략  과정에 해 학습자가 인지하는 교수실재

감은 학습실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향상된 교수실재감은 형식  

학습(formal learning)에서 성공 인 학습경험을 좌우하는 요한 결정자가 될 수 있다(Anderson 

et al., 2001).



1) 인지  실재감

학습실재감 요인으로서 인지  실재감은 학습상황이나 내용과 련하여 학습자의 지 인 측

면에 한 인식을 반 한다. Garrison 외(2001)는 Henri(1992)가 정의한 인지  차원인 능동  

지식 구성의 5단계에 기 해 인지  실재감의 개념을 정립하여 탐구공동체 내에서 학습자들이 

지속 인 성찰과 담화를 바탕으로 의미와 지식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정

의하 다(Garrison & Arbaugh, 2007). 강명희(2005)는 인지  실재감을 “학습자들이 커뮤니 이

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강명희, 2005, p. 72)로 정의하 다. Kang, Park과 

Choi(2007)는 인지  실재감의 개념을 정교화하여 이러닝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학

습에 련된 주제 역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 범 에 맞는 지식을 창출하며 확인해갈 

수 있는 능력에 한 인식으로 정의하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인지  실재감은 학습상황

과 내용에 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인지  민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Wang과 Kang(2006)의 몰입학습을 한 인지  요인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Kang 외(2007)는 

인지  실재감의 구성요소를 학습내용의 이해, 지식창출, 학습 리 역으로 정의하 다. 학습내

용의 이해 역은 내용과 목표의 일 성, 내용의 구조화에 한 인식으로, 지식 창출 역은 련

정보 수집과 새로운 지식 창출에 한 인식으로, 학습 리 역은 수행 리, 학습자원 리에 

한 인식 정도로 평가한다. 이 듯, 인지  실재감의 구성요소는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 략에 필요한 메타인지의 요소를 통합 으로 포함하고 있

다. 높은 수 의 인지  실재감을 인식하는 학습자는 인지  노력을 투입하여 보다 인지  민함

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인지  실재감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자기주도  학습 략을 활용하여 능동

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를 들어,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해당 내용을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를 깨닫는다면 학습자의 인지  실재감 수 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학습을 보다 능동

으로 행하기 하여 다양한 학습 략을 수행하는 행동을 보다 극 으로 보일 것이다.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기 해서는 인지  실재감이 필수 이며 이러닝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는 것을 Garrison 외(2001)의 인지  실재감의 개념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Dewey(1933)의 철학과 Newman, Webb과 Cochrane(1997)의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Dewey에 의하면, 교육은 개인의 성찰  경험에 바탕을 두고,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해당 

역의 내용을 비 으로 분석하며, 가설에 해 의문을 가지고 도 하는 성찰  사고를 통해 



학습자는 상  수 의 경험과 지식을 형성한다. Newman 외(1997)는 학습자가 면 면 학습과 

이러닝에서 인지  실재감을 다르게 경험하며, 이러닝에서 비  탐구를 해 인지  실재감이 

더욱 요하다고 한다. 인지  실재감의 모태가 된 비  탐구 모형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분석

한 결과, 면 면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하여 생성하는 것에 을 맞추

는 반면, 컴퓨터 매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은 해결책을 고안하기 하여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통합하는 것에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지  실재감은 이러닝에서 심도 깊은 

지식을 구성해 나가기 해 비  사고를 활용해야 하는 상  수 의 탐구 과정에서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인지  실재감을 인식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인지  

실재감은 표면 으로 지  탐구를 추구하는 학습상황에서 형성되기 쉬운 듯 보인다. 그러나 

Garrison 외(2001)에 의하면,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해결책 탐색이 아닌, 유의미한 개인  성찰

과 담화의 과정에서 발 된다는 에서 가장 형성되기 어려운 요소이다. 특히, 아이디어를 통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인지  실재감이 출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데, 이는 재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인지  실재감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것이기도 하다(Swan et al., 2008).

2) 감성  실재감

감성이라는 용어는 다소 비이성 인 느낌을 주지만, 인지와 한 련이 있다. 주체가 재

나 잠재 인 심사에 해 정 , 부정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상을 인지 으로 평가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Kalat & Shiota, 2007). 학습에서도 

경시되어 왔던 감성의 요성은 최근에 와서 부각되고 있다(김민성, 2009; O'Regan, 2003). 그만

큼 감성  실재감에 한 개념을 정의한 연구를 아직 찾기는 힘들다. 강명희(2005)는 감성  실

재감을 “자신과 학습자료, 그리고 커뮤니 이션 당사자 간의 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하고, 

주  환경에 해 정  느낌을 갖는 정도”(강명희, 2005, p. 77)로 정의하 다. Campbell과 

Cleveland-Innes(2005)도 감성  실재감을 “학습자와 교수자가 느끼는 감성을 명시 , 묵시 으

로 조정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감성  실재감의 고유한 속성에 

주목하기 시작하 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감성  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

서 학습상황과 내용에 해 스스로의 내면에서 인식하는 감성  민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감성  실재감은 사회  실재감과 구분되는 독립  요인이다. Garrison 외(2001)에서는 감성

을 보다 폭넓은 사회  요인으로 간주한 사회․문화  에 기 하여 사회  실재감에 감성

 측면을 포함하여 정의하 다. 그러나 분명 학습상황에서도 다른 주체에 한 감성  인식과



는 별도로, 개인이 겪는 감정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리하는 것과 련된 개인  차원의 요소들

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성  실재감은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개인의 감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거나 강화되는지에 을 둔 개인  차원에서 감성이 실재한다고 느끼

는 학습자의 인식에 기 한다(Kang et al., 2007). 한, 이러닝을 수행하면서 학습자가 치한 

물리  환경이나 요소에 해 느끼는 감정보다 학습환경과 내용에 하여 느끼는 감성  부분

이 더욱 커서 학습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학습자의 감성  실재

감 수 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메타인지와 같이 메타감성이라고 표 할 수 있는 수 에서 학습자

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조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연구들이 사회  실재감과 구분하여 감성  실재감을 독립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Campbell & Cleveland-Innes, 2005; Garrison & Arbaugh, 2007; Huang & Alessi, 1999; 

Wang & Kang, 2005).

감성  실재감의 구성요소는 학습자 자신의 감정에 한 인식, 감정 표 , 감정 리의 세 

역으로 구성된다(Kang et al., 2007). 감정 인식 역은 편안함과 흥미로움에 한 인식으로, 감정 

표  역은 감정 표 의 자유로움과 감정 표 의 다양함에 한 인식으로, 감정 리 역은 

감정 리의 유연성과 감정 리의 극성에 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를 들어, 학습자는 자신

이 실재하고 있는 환경에서 시끄럽다고 느끼는 등의 물리  환경에 한 감성과 함께, 학습을 

수행하는 데 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한, 내용이 어렵다거나 학습을 진하는 방법에 

해 불만을 느낄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극 으로 해결

하려는 노력을 수반할 때 감성  실재감 수 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습에서 감성의 요성이 최근 부각된 탓에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실재감에 한 체계  논의를 찾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감성을 경험하므로(김민성, 2009), 감성  실재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성공 인 

학습에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의 계 

교수실재감과 련된 이론  연구들은 학습실재감을 발하는 요소로 교수실재감을 제안하

고 있다(Arnold & Ducate, 2006; Garrison, et al., 2001; Kim, 2005; Thornam, 2003). Garrison 

외(2001)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찬반 의견을 의하거나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지  



실재감이 향상되기 해서는 학습자들이 교수실재감을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Arnold와 Ducate(2006)에서는 통합이나 해결 단계에서도 인지  실재감이 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에 한 주요한 이유로 교수실재감의 향을 언 하 다. 튜터와 교수자의 극

인 조언에 해 학습자들이 인식한 높은 수 의 교수실재감이 인지  실재감 수 에 향을 주

어 성찰이 진된다는 것이다. 

한편, 감성  실재감에 한 교수실재감의 효과를 직 으로 규명한 연구들은 부족하지만, 

련 연구들에서 교수 주체의 감성  배려에 한 학습자의 인식 수 이 높아질수록 학습에 

한 정  태도가 향상됨을 언 하고 있어, 교수실재감과 감성  실재감의 계를 유추할 수 있

다(김민성, 2009; Kim, 2005; Thornam, 2003). Thornam(2003)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인간

인 계를 바탕으로 교사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음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때, 학습자들이 정

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Kim(2005)은 25명의 사범 생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학습자들이 교사의 피드백에서 교사가 자신을 배려해주고 있다고 느낄 때, 학습에 

한 정 인 감성이 진된다고 하 다.

교수실재감이 학습효과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나민, 

2005; Arbaugh & Hwang, 2006; Balakrishnan & Pierre, 2007; Swan & Shih, 2005). 신나민(2005)

은 원격 존감에 교수자에 한 학습자의 지각을 포함시켜 정의하 다. 연구 결과, 원격 존감 

요소  학습자의 교수자에 한 지각이 사이버 강좌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에 한 인식에 

모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이 만족도의 측변인임을 시

사하 다. Swan과 Shih(2005)에서는 학 연합으로 구성된 학습 네트워크의 이러닝 환경에서 

935명의 수강자를 상으로 교수실재감과 만족도의 계를 검토한 결과, 교수실재감이 만족도

와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akrishnan과 Pierre(2007)는 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317명을 상으로 교수실재감과 만족도와의 계를 검토한 결과, 교수자의 안

내 정도에 한 학습자의 인식이 만족도를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수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지 규명한 실증  연구들이 부족하긴 하나, 이론  연구를 통해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Arbaugh와 Hwang(2006)은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

도록 하기 해서 교수자는 학습자를 도와 학습자가 교수자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Shea 외(2006)도 성인교육에서 교수실재감은 성공  학업과 학습을 지속하

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수실재감은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에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요인들 간의 향력을 이론 으로 제안하는 연구가 부분이며, 실증 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실재감이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에 향을 

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 으로 규명하 다.



2)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

학습실재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인지  실재감은 성공 인 학습효과

를 달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강명희, 2005; Kang, Kim, & Park, 2008; Varnhagen et al., 

2005).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실재감의 수 이 높을수록 학습자는 재의 학습에 만족하고 계

속하며, 후속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명희(2005)와 Kang 외(2008)는 이러닝 환경에

서 력학습을 수행한 학부생을 상으로 인지  실재감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 다. Varnhagen 외(2005)는 온라인 환경에서 3개의 세미나 코스에 참여한 학원생

들을 상으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경험을 비교하 다. 연구결과, 학습자들이 

개념을 심층 으로 이해하여 토론에 참가한 코스에서 학생들의 인지  실재감 수 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 의 만족도를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arrison과 Arbaugh(2007)는 

인지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 으로 제안하 다.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실제에 용하며 확인하고 평가하면서 향상된 인지  실재감은 학습자로 

하여  재 수행 인 학습을 계속하게 하며, 향후에도 련된 수업을 선택하도록 향을 다

는 것이다.

 다른 선행연구들을 통해 감성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강명희, 2005; Kang et al., 2008; Kemp, 2002; Swan & Shih, 2005). Swan과 Shih(2005)에서는 

사회  실재감과 만족도가 유의한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실재감 수 이 

높은 집단에서 정의  커뮤니 이션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비록 감성  실재감이 만족도와 

직 으로 상 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정의  커뮤니 이션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감성  실재감이 만족도와 유의한 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Kang 외

(2008)는 이러닝에서 감성  실재감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 다. 한편, 강명희

(2005)에서는 감성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을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

도 학습환경에 한 편안함의 인식 정도가 재의 학습을 지속하려는 의지에 향을 주는 것으

로 밝 졌다.

이와 같이,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를 직 으로 규명한 실증  연구는 아직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지  실재감에 한 부분의 연구가 Garrison 외(2001)의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이러닝의 학습과정에서 인지  실재감이 출 하는지를 질 으로 규명하는 것에 더 

집 하고 있기 때문이다(Coll, Engel, & Bustos, 2009). 감성  실재감 역시 사회  실재감과 구

분되지 않은 채 다루어지고 있으며, 독립 인 요인으로서의 향력에 한 실증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에 향을 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토하 다.



3) 교수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에 한 학습실재감의 매개 역할 

교수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에 하여 학습실재감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들에 한 이론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Arnold & Ducate, 2006; Shea, et. al., 2003). 를 들어, Shea 외(2003)는 학습자들의 담화 진

과 직  교수에 한 교수실재감의 인식과 만족도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규명하 다. 

이는 향상된 교수실재감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능동 으로 지식 창출 과정에 몰두하면서 인지

 실재감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수실재감이 인지  실재감에 향을 주며, 이를 통

해 만족도가 좌우될 수 있음을 언 하 다. 한, Arnold와 Ducate(2006)에서는 지식을 통합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인지  실재감이 출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한 주요한 

이유로 교수실재감의 역할을 언 하 다. 그러면서, 인지  실재감 수 이 향상되면 학습자는 

정 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 다. 학습실재감이 교수실재감과 학습효

과의 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제안은 Wang과 Kang(2006), Campbell과 Cleveland-Innes(2005)

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학습효과간의 직 ․간  계에 한 

실증  연구보다는 이론 인 연구들을 더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간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한 연구들 역시 학교의 이러닝 환경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기업교육의 이러닝에서 

이를 실증 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

과 학습실재감, 학습효과의 계에 하여 직 , 간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

증하 다.

Ⅲ. 

기업 이러닝 환경에서 변인들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그림 1]과 같은 이론  연구모

형을 제시하 다. 외생변인인 교수실재감은 내생변인인 학습실재감의 하  요인인 인지  실재

감과 감성  실재감에, 학습효과의 하  요인인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직 으로 향을 끼

치며, 교수실재감은 인지  실재감과 감성  실재감을 매개로 하여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끼칠 것으로 설정하 다.



[그림 1] 교수-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이론  모델

본 연구는 A사에서 제공하는 이러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학습자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A사는 국내 기업들에 이러닝을 제공하여 탁 운 하고 있는 표  기   하나이다. 20개 기업으

로부터 A사의 90개 이러닝 과정에 참여한 415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최종 으로 

415명의 데이터를 상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 다. 응답한 참여자  남자는 356명(85.7%), 여자는 

59명(14.3%)로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 으며, 20 에서 50 까지의 연령 별로 살펴보았을 때 31세

에서 40세 사이의 학습자가 222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으므로 직 은 일반 인 직 체계에 따라 분류하 으며, 실장이나 연구원 등의 일반 이지 

않은 직 은 기타로 분류하 다.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가 192명(46%)을 차지하여 이러닝 학습자의 

정확한 직 별 분포를 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사원(51명), 리(56명), 과장(57명) 등이 

약 13%씩을 차지하여, 해당 직 자들이 이러닝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분의 학습자들은 원하는 과정을 자율 으로 선택하여 학습에 참여하 다. 

과정의 주제는 기본 인 교양에 한 것부터 문 인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것에까지 다양한 

주제에 이르 다. 로써, 경   직무와 련된 ‘경 신을 한 생산 리’, ‘[Must Know] 워포

인트 Advanced’와 같은 IT 과정, ‘이보 의 120분 어회화’와 같은 외국어 학습,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등의 자기계발 련 과정 등이 있다. 이러닝 과정은 기본 으로 4주 동안 16차시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과정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36차시 혹은 44차시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콘텐츠는 동 상 강의, 스토리텔링, PBL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1일 학습시간은 체 

학습 시간의 2/3로 제한되어, 학습자가 무리하게 학습을 진행하거나 한 번에 모든 차시를 학습하여 

유의미한 학습 없이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을 지원하는 공통 인 기능은 ‘진도’, ‘학습문의’, ‘용어사 ’, ‘메모장’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2] 참조). ‘진도’ 는 학습 리 기능으로서, 학습자는 권장 진도율과 나의 진도율을 비교하고, 학습참여 

황, 평가 기  등을 확인하며, 선호하는 학습독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에 학습 

독려  진도 황을 메일과 문자서비스로 공지하며, 진도율 0%인 학습자에 해서 직  화로 

학습 황을 안내하고 독려하 다. ‘용어사 ’ 메뉴에서는 궁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검색할 수 있다. 한, 튜터가 배정되어, 학습에 한 질의응답이나 과제, 평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 다. 튜터와 함께 교수자가 질의응답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은 튜터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운   과정 담당자들이 질문에 해 응답하고, 기술 인 부분을 지원하며, 만약 운 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서는 개발 에 원격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해결하 다. 한편, 평가는 

과정마다 다른 기 을 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진도율이 80% 이상 되어야 평가에 응할 

수 있다. 형성평가가 실시되는 과정도 있지만, 일반 으로 과정을 수료하기 해서는 과제와 수료 

평가에 모두 응시해야 하고, 학습자는 총 60  이상의 수를 획득해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그림 2] 이러닝 과정 시



이러닝 과정은 매월 1일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0월 1일에 시작된 90개의 이러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상으로 교육의 종료를 앞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웹에서 설문을 실시하 다. 총 563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72명의 미이수자를 제외하고 491명

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87.2%의 회수율을 보 다. 이 , 응답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혹은 복 으로 응답한 76부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415부의 설문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해 기존의 검사 도구를 수정하

여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기존의 측정도구들은 학교 환경에서 이러닝에 한 학습자가 인식하

는 실재감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었으므로 기업 이러닝 환경에 합하도록 내용을 간명하게 

이고 수정하 다. 한, 직원들의 업무와 학습에 한 정도나 부담을 고려하고, 학습자들에게 최

소의 문항을 제시할 때 충실한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기획/운  문가의 조언에 따라 문항 수

를 최소화하여 제시하 다. 모든 설문지는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공학 교수 1인과 기업 

이러닝의 기획/운 을 담당하고 있는 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수정․보완하

다. 이후, 본 연구의 조사 상과 유사한 집단에서 수집된 415명의 자료를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 다.

1) 교수실재감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Swan 외(2008)의 교수실재감 측정도구를 우리말로 번역한 후 기업 이러닝에 

합하도록 문항수와 내용을 수정하 다. Swan 외(2008)에서 교수실재감은 교수설계  조직화 

정도, 직  진 정도의 세부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설계  조직화 

역에 하여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목표 설정 정도, 학습활동 설계, 학습내용 제시 정도를 측정

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표 1> 참조). 직  진 역은 이론  배경에서 언 한 바에 

따라, ‘학습 진’ 역으로 재명명하여 이해 진, 시의 피드백, 참여 격려를 묻는 3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2) 학습실재감 검사 도구

인지  실재감을 측정하기 하여 Kang 외(2007)의 도구를 수정하 다. Kang 외(2007)의 인



지  실재감 측정도구는 6  척도의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역은 학습자들이 인식

하는 학습내용의 이해 정도, 지식창출 정도, 학습 리 정도의 세 개 하 역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ang 외(2007)의 인지  실재감 측정도구를 기업 이러닝에 합하도록 문항수와 

내용을 수정하 다. 본 연구에서, 학습내용의 이해 역은 내용과 목표의 일 성  내용의 구조

화에 해 묻는 2개 문항으로, 지식창출 역은 련내용 수집과 새로운 지식 창출의 2개 문항으

로, 학습 리 역은 학습수행 리와 학습자원 리를 묻는 2개 문항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표 1> 참조). 

감성  실재감 검사 도구 역시 Kang 외(2007)의 검사 도구를 기업 이러닝에 합하도록 수정

하 다. Kang 외(2007)의 감성  실재감 측정도구는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감정 상태의 

인식 정도, 감정 표 의 정도, 감정 리의 정도를 묻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감정인식 역은 편안함과 흥미로움을 묻는 2개 문항으로, 감정표  역은 감정표 의 자유로

움과 다양성을 묻는 2개 문항으로, 감정 리 역은 감정 리의 유연성과 감정조 의 극성을 

묻는 2개 문항의 총 6개 문항으로 작성하 다. 

3) 학습효과 검사 도구

만족도 검사 도구는 원격 학에서 이러닝 학습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Shin과 Chan(2004)의 

도구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 Shin과 Chan(2004)의 문항  반 인 만족도를 묻는 2개 문항의 

내용을 기업 환경의 이러닝에 합하도록 수정하 다(<표 1> 참조). 만족도 검사 문항을 2개 문

항으로 구성한 것에 해서는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측정과 분석에 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요인을 측정하기 한 측정지표는 3개에서 5개 정도가 바람직하다(Bollen, 1989). 그러나 

Bollen(1989)의 2지표 법칙(two-indicator rule)에 따르면, 요인이 2개 이상인 다요인 모델에서 요

인간 상 이 높지 않은 경우 최소한 2개의 측정지표만으로도 각 요인을 측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본 연구의 학습효과는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의 2개 요인을 측정하는 다요인 모델로서, 

Bollen(1989)의 2지표 법칙을 충족한다. 그리고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의 상 계는 수용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나(r = .60, p < .05), 만족도를 측정함에 무리가 없음이 입증되었다(문수백, 2009).



학습지속의향 검사 도구는 Shin(2003)과 주 주 외(2008)의 도구를 수정하여 개발하 다. 

Shin(2003)은 원격 학에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을 측정하 으며, 주 주 외(2008)는 기업의 

이러닝에서 학습자의 교육지속의향을 측정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에서 재의 학습을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속 인 학습의지를 측정하기 하여 Shin(2003)

의 도구  학습완료의 요성과 향후 이러닝 선택 의향을 묻는 문항을, 주 주 외(2008)의 도구

에서 련과정 등록 의향을 묻는 문항을 바탕으로 학습지속의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4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표 1> 참조). 

<표 1> 연구도구의 시 문항

4)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검증

본 조사 상과 유사한 집단에서 기업 이러닝에 참여하여 개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습자 



415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여,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 학습효과 검사 도구의 신뢰도

와 구인타당도를 검증하 다. 모든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는 = .73 이상으로서, 양호한 신뢰도

를 보 다.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에 해 요인분석의 용 가능성

을 단하기 해 합성 검증을 실시하 다.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 검사 도구의 KMO-MSA

값은 .90, 학습효과 검사 도구의 해당 값은 .85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용하기에 이상 인 수 으

로 나타났다(김계수, 2007). 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각 검사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공통요인분

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의 추출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 다. 요인의 회

방식은 요인 간 상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사교회 (direct oblimin) 방식을 용하 다. 요

인에 한 고유값과 설명 변량, 분산비율을 추출하 으며, 스크리 도표를 함께 참조하 다. 

문항 수는 공통성(communality) .30 이상, 요인부하량 .30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우선,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 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분산비율은 45.8%이며, 이

론에 근거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 부하되거

나, 해당 요인에 한 부하량은 높지만 다른 요인에 한 부하량도 높은 문항들을 제거하 다. 

최종 으로 추출된 요인에 해서는 요인명을 교수실재감, 인지  실재감, 감성  실재감으로 

명명하 다. 교수실재감 3개 문항, 인지  실재감 3개 문항, 감성  실재감 4개 문항에 한 각 

신뢰도는 문항내 일치도 = .81, = .82, = .64로서,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효

과 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분산비율은 63.3%로 나타났으며 산출된 요인구조에서 구

인타당도를 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밝 져 최 로 구성한 도구를 최종 도구로 확정하

다. 추출된 요인의 특징에 따라 요인명을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으로 명명하 으며, 만족도와 학

습지속의향 도구의 각 신뢰도는 문항내 일치도 = .81, = .87의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

Ⅳ. 

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구조  계를 살펴보기 이 에, 요인 간에 유의한 상 이 존재하는지 

분석하 다(<표 2> 참조).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학습효과 요인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간 상 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이 측정모형과 이론  구조모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연구가설

을 검증하기에 앞서 확인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 다. 체 변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검증되면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이어서 구조방

정식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된다는 의미이다. <표 3>과 같이 합도 지수를 통해 측정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합도지수는 CFI = .944, TLI = .928이며, 간명성까

지 고려한 RMSEA = .071(.062~.080)로서, 합도가 비교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변인이 각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표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각 요인별 부하량이 .41 ~ .87로 유의 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 오차가 

2.5를 과하면, 모형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나(김계수, 2007), 측정변인들의 

표  요인부하량의 표 오차는 .05 ~ .11의 범 로서, 분석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1) 모형 합도 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명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인 기업 이러닝에서 교수실재



감, 학습실재감, 그리고 학습효과의 구조  계모형은 합한가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이

론  모형인 구조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가 모든 수 에서 비교  양호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CFI = .942, TLI = .927, RMSEA = .071(.062~.081)로서, 요한 합도 지수들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기업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그리고 학습효과의 구조  계모형이 합하여 연구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2) 실재감과 학습효과간의 직  효과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선행연구들을 토 로 이론 으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모형에 부

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조모형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변인들의 직 효과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 인 향에 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교수실재감이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과 감성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

택되었다. 교수실재감은 인지  실재감에 = .83로서 유의한 향을 끼치며(t = 13.91, p = .01)

과 감성  실재감에도 = .70로서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9.50, p = .01). 

한, 교수실재감은 학습지속의향에 = .38로서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 다(t = 

3.42, p = .04). 인지  실재감은 만족도에 = .67로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t = 6.47, p = .01), 

학습지속의향에도 = .42로서 유의한 향을 끼치며(t = 4.74, p = .02), 감성  실재감은 만족도

에 = .35로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84, p = .01).

인지  실재감과 감성  실재감의 매개효과는 Sobel(1982)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수실재감은 인지  실재감을 통해 만족도에 = .55의 유의한 향

을(Z = 5.88, p = .01), 학습지속의향에도 = .35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3.58, p = .01). 한, 교수실재감은 감성  실재감을 거쳐 만족도에 = .35로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Z = 3.58, p = .01).



<표 5>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 결과

V. 

본 연구의 목 은 기업교육에서 활용되는 이러닝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와 어떠한 구조  계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우선 기업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실재감, 학습효과의 구조  계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수실재감은 학습실재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이러닝 과정에서 교수 설계와 운 이라는 외부 상황에 한 학습자의 인식이 그들이 내재

으로 지각하는 인지 , 감성  실재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본 이러닝 과정에

서 튜터는 학습자들이 요한 학습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기 으로 피드백을 제공하 다. 

뿐만 아니라, 학습상황을 벗어날 때에도 강의내용을 담은 소책자와 함께 강의 일을 오디오 

일로 다운로드하여, 학습자들은 출․퇴근 시에도 학습내용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운

략에 해 학습자들이 지각한 교수실재감이 인지  실재감에 향을 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다음으로, 교수실재감은 감성  실재감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튜터는 게시

에 올라온 학습자의 질문에 해 빠르고 친 하게 응답하 으며, 학습자들은 게시  외에도 이

메일이나 쪽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들을 극 으로 제안하 다. 기술  지원에 해서도 

마찬가지 다. 운 자는 학습자가 겪는 기술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튜터나 운 자가 학

습자의 의견에 신속하고 친 하게 반응하 다. 이에, 학습자는 시간을 가지고 감정을 리할 수 



있었으므로, 교수실재감이 감성  실재감에 향을  것이다.

교수실재감은 학습효과  학습지속의향에만 향을 미치며,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이러닝 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습 리 기능이 제공되었다. 학습자

가 스스로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튜터나 운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 황

을 검하고 화, 문자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 다. 따

라서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교수실

재감은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습실재감을 통해 간 인 향을 끼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교수 략과 학습을 진하는 외부  교수 상에 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보다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내재 으로 실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습을 능동 으

로 수행할 때 학습과정이나 결과에 해 학습자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교수실재감을 우선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습자가 인

지 , 감성 으로 생생하게 학습상황에 존재하고 있음에 한 인식 수 이 향상되어야 한다.

학습실재감은 학습효과에 일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실재감은 만족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학습과정 동안 학습자들이 인지  민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학습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닝 과정에서 학습자가 평소 

배우고 싶었던 내용을 배우고, 내용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해 학습자가 련된 내용을 검색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등 학습자가 인식하는 인지  실재감이 학습내용과 과정에 해 느끼는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인지  실재감은 학습지속의향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운 내용을 업무에 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학습자

가 인지 으로 지각하는 것은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성  실재감은 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

닝에 해 학습자가 느끼는 편안함이 우선 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에서 

이러닝을 수행하는 시간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언제든 이러닝 과

정에 속하여 학습을 행할 수 있었다. 반면, 감성  실재감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으로 향

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수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의 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지  실재감의 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학습지속의향에 해서는 감성  

실재감이 아닌 인지  실재감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학습자는 이러닝 과정

에서 학습결과와 상 없이 자신이 수행한 학습과정에 해 만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향후 학습

을 계속할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보다 인지  성과에 을 두고 학습자는 학습을 선택하고 

지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  이유에서,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인지  실재감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학습을 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감성  실재감의  정도는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고 감성  



실재감이 학습지속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 했듯이, 주체의 인

지 , 감성  역은 상호  계에 놓여 있는데, 그 계를 보다 면 히 살펴보면 학습자가 자

신이 학습에 해 정 , 부정  감성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 으로 표 하고 조

해 나갈 때 인지  실재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감성  실재감과 인

지  실재감의 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실재감이 교수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 인지  

실재감은 교수실재감과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실재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 다. 그 이유로는, 앞서 언 한 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학습 진 략에 

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이 인지  실재감에 향을 주었을 것이고, 따라서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 수 에도 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을 바탕으로 인지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감성  실재감은 교수실재감과 만족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교수설계와 운 , 학습 진에 한 학습자의 실재감을 향상시켜 학습자의 

감성  실재감 수 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반면, 감성  실재감이 교수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의 

계를 매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해 지속 으로 연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에 향을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한편, 학습실재감이 교수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계를 매

개한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학습실재감의 역할을 밝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실재감

이 학습효과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습자가 학습과정 속에 느끼는 학습실재감이 

그 계를 매개하여 학습효과에 향을 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에 기 하여 기업교육의 이러

닝에서 학습자의 학습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설계, 이러닝 운 략 

등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 논의에 기 한 향후 연구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

게 나타난 부분에 한 지속 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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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ing Presence, Learning 

Presence, and Effectiveness of e-Learning in the corporate setting

1)

As e-Learning continues to grow in popularity as training program in organizations, they 

strive for high quality of e-learn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ing presence, learn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iveness 

perceived differently by students depending on various e-learning experie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415 cases participating in 

e-learning in a corporate sett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ing presence had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presence and 

emotional presence, Second, the results revealed that learning presence had a direct effect on 

both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eaching presence 

had an influence on learning persistence and emotional presence had an effect on satisfaction. 

However, unexpectedly,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ing presence was not a highly influential 

factor for satisfaction and emotional presence did not directly influence learning persistence. 

Finally, the results revealed that cognitive pres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resence and satisfaction and between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persistence. Also, it was 

seen that emotional pres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resence and 

satisfaction. However, emotional presence did not mediate between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persistence. Considering the learning effectiveness as the quality of e-learning,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lead to an implication that the quality of e-learning in the corporate 

setting will be increased by for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which 

can enhance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presence.

Key words: e-learning of corporate setting, teaching presence, learning presence, learning 

effective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Researcher,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