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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역량 개발을 한 평생교육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에 발맞추어, 직업과 교육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교육

에 한 근성을 높여 다는 에서 사이버 학은 평생교육사회의 요한 교육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그러나 사이버 학은 평생학습에 한 사회 , 개인  요구와 국가의 정책  지원으로 속

한 발 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학의 학습성과에 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다 (박 철, 2006). 사이버 학은 일반 오 라인 학의 면 면 수업 상황과는 달리 교수자와 학

습자가 시·공간 으로 분리되어 학습자의 학습 의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동기나 

학습 진행 에 경험하는 몰입, 혹은 교수자에 한 실재감이 제되지 않을 경우 낮은 만족도와 

성취도, 높은 도탈락율 등 학습성과 하와 같은 문제 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사이버 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해서는 사이버 학의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 히 악하고,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인들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사이버 학의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이자, 다양한 동기를 가진 학습자라는 측면에서 학습자 동

기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동기 변인은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고 학습을 지속하

도록 하며 향후 학습 역을 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 학습자 동기 

변인들  자기효능감은 사이버 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습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데 필

요한 행동들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정도를 의미하며(Bandura, 1997), 과제가

치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이 자신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  가치를 의미한다(Wigfield 

& Eccles, 1992). Liaw(2008)는 학습자 동기 변인 에서도 학습자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사이버 

환경에서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는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요한 특성임을 밝 내었다.

한,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작

용을 진해 나가는 교수실재감은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므로 사이

버 환경에서도 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실재감은 교수 략과 과정에 한 반 인 

학습자의 인식 수 을 포함한다. 교수실재감은 면 면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사이버 환경에서

도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며(Halonen, 2002; Kessler, 2000), 학습자로 하

여  교수-학습 상황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기본 인 요소이다(김지심, 강명희, 

2010). 그러나 교수실재감에 한 연구는 주로 면 면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Halonen, 

2002; Kessler, 2000), 사이버 학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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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몰입은 최근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력 인 학습활

동을 이끌어 학습자의 계속 인 학습에 향을 미치는 심리  상으로 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보경, 김 수, 2008; 박성익, 김연경, 2006; 손기 , 김성국, 2006; 정상목, 송기상, 2007; 주 주, 

김지연, 최혜리, 2009; Gonzalez-Cutre, Sicilia, Moreno,& Fernandez-Balboa, 2009; Skadberg & 

Kimmel; 2004).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즐겁게 탐색 인 몰두와 집 을 하면서 자

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제해 나가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박성익, 김연경, 2006). 김 희

와 김 수(2006), Hoffman과 Novak(1996), Skadberg와 Kimmel(2004)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에

서 집 , 통제 그리고 극  참여라는 학습몰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

서 몰입 경험을 한다면 학습 과정은 즐겁게 느껴지고, 학습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할 것이며, 

학습 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입증하 다. 한, 주 주 외(2009), 허균, 나일주

(2003), 계보경과 김 수(2008), Kye(2009)는 학습몰입을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용

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과 학습성과를 측하는 

요한 변인으로 보고,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과 학습성과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이버 학생의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 학습몰입, 학습

성과 (만족도, 성취도) 간에 유의한 상 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사이버 학생의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이 만족도를 

측하는데 학습몰입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사이버 학생의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이 성취도를 

측하는데 학습몰입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자 동기 

1) 자기효능감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는 부분 혼자 학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부분

의 학습자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한 동기와 신념이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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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잠재  향은 일반 오 라인 학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학의 학습자

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이버 학의 학습성과를 극 화시키

기 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유일, 황 하, 2002).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유형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자신의 능력을 단하는 것과 련이 있으며, 이는 성공에 한 

기 와 하게 련되어 있고 동시에 해당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숙, 

성용, 이종구 그리고 조 철(2007)은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의도한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기능력에 한 단이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

하기 한 원동력이라고 하 다. 김아 과 박인 (2001), Bong(1998)에 따르면 높은 자기효능감

을 가진 학습자들은 그 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더 도 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업에 해 불안을 느끼는 정

도가 낮고 보다 효과 인 학습 략을 사용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과제에 해 

단념하거나 심이나 흥미를 갖지 않고, 좌 에 빠지기도 해서 성취도가 낮다(Bandura, 1997; 

Pajares & Miller, 1994; Pinrich & De Groot, 199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사이버 환경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Wang & Newlin, 2002; 박성희, 주 주, 미미, 2007; Liaw, 2008)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Wang과 Newlin(2002)의 연구는 학습 내용에 한 자기효능감, 사이버 환경에서 요구되는 테크

놀로지에 한 자기효능감이 학습성과를 측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해 수행되었는데, 연구 결

과 자기효능감, 온라인 과정 활동, 사이버학습공동체 형성 간에 정  상 이 있음을 입증하 다. 

박성희 외(2007)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사회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 등 학습자들을 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의 효과성 인식과 만족도에 련 변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기에 측정

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그룹의 학생에 비해 사이버학습에 한 만족도를 높게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강의를 수강으로 하는 학생을 상으로 한 

Liaw (200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Liaw(2008)는 Blackboard e-learning system으로 학습한 

학생을 상으로 자기효능감, 사용의도, 만족도, 성취도의 계를 규명하 다. 연구 결과, 자기효

능감은 Blackboard e-learning system과 학습자의 만족도와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Puzziferro(2008)는 문 의 사이버 교양강좌에 등록한 815명의 

학생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 학습이 성취도와 만족도를 측하는지를 규명하기 

한 연구를 하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만족도를 상당히 정 으로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 사이버교육을 상으로 한 주 주, 김소나, 김수미 (2008b)와 강명희 외(2010)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의 예측력 검증  145

의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2) 과제가치

과제가치 이론은 Atkinson(1957)의 기 가치이론에서 출발하 다. 기 가치이론에 따르면 기

와 가치 사이에는 부 인 계가 있는데 성공에 한 기 감이 낮은 어려운 과제일수록 학습

자들은 성공했을 때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Wigfield와 Eccles(1992)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여 과제가치를 보다 다양하고 복합 으로 체계화하여 성취가치, 내재가치, 효용가치 3가

지 측면으로 구분하 다. 첫째, 성취가치란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요성을 의미

하고, 둘째, 내재가치는 학습자가 과제에 해 느끼는 흥미를 말하는 것으로 과제가 내  가치를 

가지면 그것 자체가 목 이 되어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효용가치는 개인이 과제를 얼마나 

유용하게 느끼느냐를 가리킨다. 즉,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제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요하다

고 느낄 때, 해당 과제나 내용에 흥미를 느낄 때, 학습하는 내용이 유용하다고 단될 때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고(Wigfield & Eccles, 1992), 학습수행과정 자체를 의미있는 경험으로 여긴다

(Brophy, 1981).

Bong(2001)은 과제가치가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습자의 성취도와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 

변인임을 밝 냈고, 한순미(2004)의 연구에서도 학습자 동기변인  과제가치는 모든 인지 략 

변인들과 정 인 상 을 보 으며, 학습자 동기변인과 인지 략 변인을 통틀어 과제가치가 성취

도에 가지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주, 김나연, 심우진, 그리고 김지연

(2008a)은 과제가치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유의하게 측한다고 밝 냈다. 

특히, 만족도를 측하는 변인으로 과제가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 다. 

더불어, 주 주, 김소나, 김수미 (2008b)는 과제가치가 만족도와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로써 과제가치는 성취도를 직 으로 측하고, 동시에 인지 략과 련

되어 성취도와 간 으로도 련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Artino(2008)의 연구에서도 과제가

치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습자의 만족도와 상당히 높은 정  상 을 이루고 있었으며, 만족도

를 유의하게 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환경에서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 동기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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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실재감

교수실재감은 근하는 연구자와 이론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Kessler(2000)는 교수실재감을 교수자의 문성에 기 한 학습자에 한 배려로 정의하고, 

Halonen(2002)은 수업 실재감을 학습자들에게 심을 보이고 수용하며 학습을 진하는 교수자

의 실재로 정의하 다. Kornelsen(2006)은 교수실재감이 개방  의사소통을 격려하고, 학습 과

정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때론 권 를 포기하는 방식의 교수를 의미한다고 하 다. 최근 교수실

재감은 사이버환경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Garrison, Anderson, 그리고 Archer (2000)에 따르면, 

사이버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은 학습자 개인이 의미 있고 교육 으로도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실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 , 사회  과정을 설계하고 진하며 안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즉, 교수실재감이란 교수자와 학습자와 게시  토론, 이메일 등의 개인화된 직 인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콘텐츠를 통한 비교  간 인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

다.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여, 담화를 진해 나가는 교수실

재감은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므로, 특히, 사이버 환경에서 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수실재감 수 이 향상되면 학습자는 자신이 학

습하는 내용이나 상황에 해 의미 있는 학습을 하게 되며, 나아가 정 인 학습성과로 이끌게 

된다. 반면, 학습자들이 교수실재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주도  학습에 한 주인의식이 결

여되어 학습 과정에 몰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학습에서 교수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 과

정에 능동 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하는데 요한 지표가 된다(김지심, 강명희, 

2010). 많은 연구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이 학습자의 학습성과와 련이 있으며, 특

히 학습성과 만족도와 성취도를 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김지심, 

강명희, 2010; 신나민, 2005; 주 주, 하 자, 유지원, 김은경, 2010b; Garrison et al., 2000; Swan 

& Shih, 2005; Wu & Hiltz, 2004). Wu와 Hiltz(2004)는 교수자의 역할에 한 학습자의 인식과 

만족도를 포함한 학습에 한 인식의 계를 규명하 다. 그 결과, 학습자가 사이버 상에서 토론 

시, 교수자의 역할을 정 으로 인식하는 것과 만족도가 유의한 상 이 있다는 것을 밝 냈다. 

한, Swan과 Shih(2005)은 사이버 환경에서 교수실재감과 만족도의 계를 검토한 결과, 교수

실재감이 만족도와 높은 상 계가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 다. 주 주 외(2010b)는 사이버

학생을 상으로 교수실재감, 인지  실재감, 사회  실재감과 학습성과와의 구조  인과 계를 

분석한 결과, 교수실재감과 인지  실재감 만족도에 유의한 직 효과를 자기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습자가 교육과정 반에 해 만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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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몰입

Hoffman과 Novak(1996)은 사이버 환경에서의 몰입은 네트워크 항해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하 다. 사이버 환경에서의 몰입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반응하고 

피드백을 받는 특징이 있으며, 그 자체가 즐겁고 자의식을 경험하지 않으며 내재  보상으로 인

해 자기강화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한, 그들은 사이버 환경에서의 몰입은 다차원 인 개

념으로 기술, 도 , 통제, 각성 등에 의해 형성되고 몰입의 결과로 웹 사용의 증가, 정  주

 경험의 증 , 탐색  행동의 증가, 시간왜곡 등의 상이 나타난다고 지 하 다. 그러므로 

사이버환경에서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 과정 자체가 즐거워

지며, 이에 따라 학습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 특히, 사

이버 환경에서 학습자의 주도  학습이 요구되는 경우 학습몰입은 학습활동 참여와 력 인 

활동을 유발하여 학습목표 성취에 정  향을 미치는 더욱 요한 심리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성익, 김연경, 2006). 김 희와 김 수(2006)가 학습몰입은 만족도와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측하는 변인임을 밝혔고, 김아 , 탁하연, 이채희(2010) 연구에서도 학습몰입은 성취도에 한 

유의한 측변인임을 밝 냈다. 박성익과 김연경(2006)은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몰입요인들과 몰

입수 , 학업성취 간 계를 규명하 는데, 학습몰입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 동기

이고, 학습자의 몰입수 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손기 과 김

성국(2006)은 기업의 사이버교육 참가자 121명을 상으로 자기효능감이 학습 과정에 한 개인

의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학습몰입은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을 밝

냈으며, 주 주, 김나연, 김가연(2010a)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몰입은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의 만

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몰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지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습몰입이 학습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도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며,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획득하는데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이 사이버 환경에서 학습성과를 측하

고,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과 학습성과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이 될 것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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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0학년도 2학기 H 사이버 학교 어지도 과목을 수강한 175명의 학습자를 상

으로 실시하 고, 1, 2차 설문 모두에 응답한 137명의 유효 데이터를 분석하 다. 해당 과목은 

4학년 공선택 과목이었지만, 4학년 학습자 이외에도 1, 2, 3학년 수강하는 학습자 수가 41.6%

를 차지하여 다양한 학년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한, 직 교사  련 종사자가 21.2%로 

과목에 한 련성이 높은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참여자  남자

는 28명(20.4%), 여자는 109명(79.6%)으로 구성되어 여자학습자가 더 많았고, 연구 상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  25명(18.2%), 30  77명(55.8%), 40  28명(20.3%), 50  이상 7명(5.1%)으로 고

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2. 연구도구

1) 학습자 동기 검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Pintrich와 De Groot(1990)가 제시한 학습동기화 질문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s(MSLQ)'를 사용하 다. 본 검사지는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기효능감과 련된 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9개 문항을 사용

하 다. 문항의 는 나는 본 강의의 과제나 문제들을 우수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등이 있다. Pintrich와 De Groot(1990)이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89 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92이었다.

(2) 과제가치
과제가치를 측정하기 해 양명희(2000)가 개발한 9개의 문항 가운데 6문항을 사용하 다. 과제

가치의 3차원으로서 요성 가치 2문항( ,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그 자체를 요

하게 생각한다.'), 흥미 2문항( , '나는 본 강의에서 학습하는 것이 재미있다.'), 유용성 2문항( , 

'나는 본 강의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양명희(2000)가 산출한 신

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91 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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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실재감 검사도구

교수실재감 측정도구로 Swan 외(2008)의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이버 학에 합하도록 문

항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교수 설계와 조직화, 직  진의 2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총 13개 문항으로 체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94로서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94이었다. 표

인 문항의 로는, 교수자는 요한 학습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었다.등이 있다. 

3) 학습몰입 검사도구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해 김진화, 변 수(2004)의 측정도구에 Csikszentmihalyi(1975)와 

Hoffman과 Novak(1996)이 공통 으로 제시한 통제감각에 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5문항을 사

용하 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방해물 차단, 지루하지 않음, 과정에의 집 , 즐거움 획득, 통제감

각에 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 나는 이 강의에 집 하 다’와 나는 이 과정을 수강한 것

이 무척 좋은 경험이었다.). 측정도구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8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83이었다. 

4) 학습성과 검사도구

(1) 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만족도 측정도구는 Shin과 Chan(2004)의 도구를 사용토록 한다. Shin

과 Chan(2004)의 검사도구는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6개 문항으로 측정하 고, 측

정도구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83이었다. 검사도구의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84

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는 .94이었다. 

표 인 문항의 로는 나에게 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등이 있다. 

(2) 성취도
성취도는 연구 상인 H 사이버 학으로부터 설문에 응답한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의 진도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 평가 수를 활용하 다. 평가에 활용된 평가는 주 식  객 식을 포함하

고 있으며, 해당 과목의 문가인 교수자가 출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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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2차에 걸쳐 수집되었고, 2차례에 걸친 설문은 학습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해 H 사이버 학의 학사 리시스템 상에 탑재하여 실시하 다. 1차 설문은 학습자의 배

경변인과 학습자 동기인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에 한 설문으로 본격  강의가 시작되기 인 

1주 차에 실시되었다. 2차 설문조사는 교수실재감, 학습 의 겪게 되는 몰입 정도, 과목에 한 

반 인 만족도에 한 설문으로 7주차에 진행되었다. 성취도는 16주차가 끝난 다음 실시된 기

말고사를 분석하 다. 이상의 차를 거쳐, 측변인인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 과제가치)와 교

수실재감, 매개변인인 학습몰입, 종속변인인 학습성과(만족도, 성취도)에 한 데이터가 도출되

었으며, 상 분석, 계 회귀분석,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변인의 매개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계별 과정을 

거쳐 매개변인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합하다(Cohen & Cohen, 1983). 유의수  .05에서 분

석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이 학습성과인 만족도와 성취도를 

측하는데 학습몰입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이 에, 요인 간에 유의한 상 이 존재하는

지 분석하 다(<표 1> 참조).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성취도와 련된 변인  자기효능감을 제

외하고는 성취도와 과제가치,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

는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은 모두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간 상 계 분석 결과

(n = 137)

1 2 3 4 5 6

1. 자기효능감 1

2. 과제가치  1

3. 교수실재감   1

4. 학습몰입    1

5. 만족도     1

6. 성취도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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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의 만족도 예측에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을 유의미하게 측해야 하고, 2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측해야 한다. 

이를 해 독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추정된 회귀계수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종속변인

에 한 회귀방정식에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

하게 측해야 한다. 회귀계수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다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고유효과를 나타낸다.

1) 자기효능감-만족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먼 , 1단계로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다. 만족도에 한 자기효능감의 단순회귀 측모형을 살펴보면, Ϝ = 19.71, p = .00으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1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때 자기

효능감의 표 화된 회계계수 ß값은 .36로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2단계로 독립변

인인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모형은 Ϝ = 

21.68, p < .05 으며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ß = .37, p < .05), 매개분석 

2단계를 충족시켰다. 3단계로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자기효능감이 통제

된 상태에서 학습몰입의 측력을 확인하 다(모형 2). 그 결과 Ϝ = 143.78, p < .05로 측모형

이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두 변인은 만족도 변화량의 52%(수정계수에 의하면 약 51%)를 설명

하고 있었다(<표 2> 참조).

<표 2> 자기효능감-만족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n=137)

모형 독립변인 B ß t p Ϝ   ( )

1 자기효능감 .36 .36 4.44* .00 19.71 .13(.12)

2
자기효능감 .11 .10 1.63 .11

74.08

(.00)
.53(.52)

학습몰입 .67 .68 10.59* .0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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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효능감만 만족도에 회귀시킨 모형 1의 설명력(   = .13)에 비해 40%가 증가한 것이

다. 자기효능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학습몰입은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으나(ß = .68, p < 

.05), 만족도에 한 자기효능감의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ß = .10, p > .05). 이로써 자기효

능감이 만족도를 측하는 데 있어 학습몰입의 완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크기를 확인하기 하여 ß값이 .36이었으나 모형 2에서 ß값이 

.10으로 감소하 으며, 유의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p > .05). 이를 통 로 매개효과를 산출하기 

한 수식( )을 용하여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크기를 구하면 .26이다.

2) 과제가치-만족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다음으로 학습몰입이 과제가치와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는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종속변인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는

데, 그 결과    = .19(Ϝ = 32.58, t = 5.70, p < .05)로 .05수 에서 유의하게 측되었으며, 이때 

표 화 회귀계수 ß값은 .44이 다(<표 3>참조).

2단계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매개변인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 .19(Ϝ = 32.48, t = 5.70, p < .05)로 과제가치가 유의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 매개분석 

2단계가 충족되었다. 이때 과제가치의 표 화 회귀계수 ß값은 .44이 다.

3단계로 과제가치와 학습몰입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과제가치가 통제된 상태에서 학습몰입의 

측모형을 확인하 다(모형 2). 검증결과 <표 3>과 같은데,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Ϝ = 77.09, 

p < .05), 두 변인이 만족도 변화량의 약 54%(수정계수에 의하면 약 53%)를 설명하여 모형 1에 

비해 35% 증가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표 3> 과제가치-만족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n=137)

모형 독립변인 B ß t p Ϝ   ( )

1 과제가치 .49 .44 5.70* .00 32.58 .19(.19)

2
과제가치 .17 .16 2.36 .02 77.09

(.00)
.54(.53)

학습몰입 .64 .65 9.91* .00

*p < .05

이는 과제가치만 만족도에 회귀시킨 모형 1의 설명력(   = .19)에 비해 35%가 증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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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가치가 통제된 상태에서 학습몰입은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고(ß = .65, p < .05), 

만족도에 한 과제가치의 직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ß = .16, p < .05). 학습몰입은 과제가

치가 만족도를 측하는 데 있어 부분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크기를 확인하기 하여 ß값이 .44이었으나 모형 2에서 ß값

이 .6으로 감소하 으며, 이를 토 로 매개효과를 산출하기 한 수식( )을 

용하여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크기를 구하면 .28이다. 

3) 교수실재감-만족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학습몰입이 교수실재감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앞선 검증방법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분석을 동일하게 진행하 다. 먼  1단계로 독립변인인 교수실재감

이 종속변인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다(모형 1). 만족도에 한 교수실재감의 

단순회귀 측모형을 살펴보면, Ϝ = 113.02, p = .00으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만족도 

총 변화량의 약 4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약 4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교수실재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표 4>참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 유의수  .05에서 교수실재감(ß = .68, t = 10.63, p < .05)은 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2단계로 독립변인인 교수실재감이 매개변인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그 결

과 모형은 Ϝ = 84.15, p < .05 으며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ß = .62, p < 

.05), 매개분석 2단계를 충족시켰다.

3단계로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교수실재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학습몰

입의 측력을 확인하 다(모형 2). 그 결과 Ϝ = 101.19, p < .05로 측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

했으며, 두 변인은 만족도 변화량의 60%(수정계수에 의하면 약 60%)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4>

참조).

이는 교수실재감만 만족도에 회귀시킨 모형 1의 설명력(   = 46)에 비해 14%가 증가한 것이

다. 교수실재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학습몰입은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고(ß = .49, p < .05), 

만족도에 한 과제가치의 직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ß = .37, p < .05). 이로써 학습몰입은 

교수실재감이 만족도를 측하는 데 있어 부분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크기를 확인하기 하여 ß값이 .68이었으나 모형 2에서 ß값

이 .37으로 감소하 으며, 이를 토 로 매개효과를 산출하기 한 수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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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크기를 구하면 .31이다.

 

<표 4> 교수실재감-만족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n=137)

모형 독립변인 B ß t p Ϝ   ( )

1 교수실재감 .73 .68 10.63* .00 113.02 .46(.45)

2
교수실재감 .40 .37 5.38* .00 101.19

(.00)
.60(.60)

학습몰입 .48 .49 7.01* .00

*p < .05

3.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의 성취도 예측에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의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이 성취도를 측하

는 데 있어 학습몰입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

시한 매개분석 방법에 따라 각 변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자기효능감-성취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1단계로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다(모형 

1). 성취도에 한 자기효능감의 단순회귀 측모형을 살펴보면, Ϝ = 5.36, p = .02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기효능감의 표 화된 

회계계수 ß값은 .20로 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 

2단계는 앞서 자기효능감의 만족도 측에 한 학습몰입의 매개검증에서 독립변인인 자기효

능감이 매개변인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모형은 Ϝ = 21.68, p < .05 으

며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측변인임이 확인되어(ß = .37, p < .05), 매개분석 2단계를 충족시켰다.

3단계로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 을 때, 매개변인인 학습몰입이 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표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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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효능감-성취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n=137)

모형 독립변인 B ß t p Ϝ   ( )

1 자기효능감 .69 .20 2.31* .02 5.36 .04(.03)

2
자기효능감 6.62 .19 2.12* .04 2.66

(.07)
.04(.02)

학습몰입 .17 .01 .06 .95

*p < .05

<표 5>의 모형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에 한 유의성은 검증되지 못했다(Ϝ = 2.66, 

p > .05). 매개변인인 학습몰입이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ß = .01, 

p > .05). 즉,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는 

3단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습몰입은 자기효능감이 성취도를 측하는 데 있어 매개

효과는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과제가치-성취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학습몰입이 과제가치와 성취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종속변인인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표 6> 과제가치-성취도 간 단순회귀분석

(n = 137)

종속변인 독립변인 B ß t p Ϝ   ( )

성취도 과제가치 3.72 .10 1.15 .25 1.33 .01(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 한 합도는 Ϝ 통계값 1.33, 유의확률 

.25로 유의수  .05에서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Ϝ = 1.33, t = 1.15, p 

> .05). 즉, 과제가치가 성취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아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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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실재감-성취도 간 학습몰입의 매개역할

학습몰입이 교수실재감과 성취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앞선 검증방법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분석을 동일하게 진행하 다. 먼  1단계로 독립변인인 교수실재감

이 종속변인인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다. 

<표 7> 교수실재감-성취도 간 단순회귀분석

(n = 137)

종속변인 독립변인 B ß t p Ϝ   ( )

성취도 교수실재감 1.66 .05 .53 .60 .28 .00(-.22)

<표 7>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 한 합도는 Ϝ 통계값 .28, 유의확률 .60로 유의수  .05에

서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Ϝ = .28, t = .53, p > .05). 즉, 교수실재감이 

성취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아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 학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한 학습자 동기와 교수실재감의 측력과 학습

과정  경험하는 학습몰입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하여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분석

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 그리고 학습

성과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학습성과 변인인 만족도와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그리고 

학습몰입의 상 계를 살펴보면, 유의수  .05에서 각 변인 간에 모두 유의한 정  상 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사이버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이 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심, 강명희, 2010; Liaw, 2008; Artino, 2008; Kye, 2009)

를 지지한다. 그러나, 학습성과 변인인 성취도와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그리고 학습몰입의 

상 계를 살펴보면, 유의수  .05에서 자기효능감만 유의한 정  상 계가 성립되었다(r =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의 예측력 검증  157

.20, p < .05). 이는 자기효능감이 성취도와 정  상 이 있음을 밝힌 강명희, 엄소연, 이정민

(2010), Schunk, 1989; Wang과 Newlin(2002)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은 만족도를 측하는데 있어 학습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분석을 실시하 다.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은 만족도를 모두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학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에 한 확신과 신념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와 문성을 

고려하고, 맥락과 실제상황을 반 하고, 사이버 환경에서 수행하기 합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수자가 학습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을 격려하는 피드백을 자주 제공 할수록 과

목에 한 반 인 만족도는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족도에 한 학습자 동기, 교

수실재감의 측력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비교  일 으로 보고되어 왔고(고은 , 2006; 신

나민, 2005; Artino, 2008; Johnson et al., 2008; Liaw, 2008), 특히 사이버 학에서 만족도에 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의 측력은 주 주 외(2010b) 등에 의해 밝 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규명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의 효과를 재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은 학습몰입을 측하는 변인이었

다. 독립변인 3요인은 모두 학습몰입을 정 으로 측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 동기와 교수실

재감이 높을수록 학습과정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몰입이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다. 

Schunk(1989)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학습자들

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습자들보다 더 분발하여 상황에 응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며 

수행수 이 높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과제가치의 경우에는 Stipek(1993)가 학습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제에 한 집 력과 명확한 목표설정 등에 따라 학습 과정 에 몰입을 경험한다고 하

다. 그리고 교수실재감이 학습몰입에 향을 다는 선행연구결과(Novak & Hoffman, 1996)와 

동일한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수실재감은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자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 

학습자의 몰입경험을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은 

만족도를 측하는 데 있어 학습몰입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 의 자기효능

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으로 인해 활성화된 학습몰입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

써,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교수실재감이 만족도에 간 인 향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주 주 외(2010a), Woo, Herrington와 Agostinho, 그리고 Reeves(2007), Richardson와 

Swan(2003)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이버환경에서 학습자 동기, 교수

실재감과 만족도 간에 계를 살펴 으로써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이 학습 과정에 한 자신

의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학습몰입은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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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한 바 있다.

셋째,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은 성취도를 측하는데 있어 학습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분석 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 다. 그 결과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자기효능감은 성취도를 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Artino,2008; Liaw, 2008; Wang & Newlin, 2002), 그리고 사이버 교육 환경에서 

자기효능감과 성취도 간의 측  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강명희 외, 2010; 주 주 외, 

2008b)와 면 면 교육 환경에서 자기효능감과 성취도 간 측력을 확인한 선생연구(정윤경 외, 

2010; Pintrich & De Groot; 1990; Bong,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로써 사이버 학에서 학습

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성취도를 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의 주 인 만족도뿐 아니라 객 인 성취도에서도 학습자의 자기효

능감이 요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버 학의 학습 설계  운  략이 요구되며,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성취도를 기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여  수 있는 방안

에 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가치와 교수실재감은 성취도를 측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과제가치, 교

수실재감과 성취도 간의 상   측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던 기존 선행연구(강명희 외, 

2008; 신나민, 2004; 한순미, 2004; Bong, 2001; Johnson et al., 2008; Richardson & Swan, 2003; 

Shea et al., 2004)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객 식과 주 식이 

포함된 시험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강좌가 종료된 후 평가가 이루어져 과제가치와 교수실재감의 

향력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지필 평가 뿐 

아니라 로젝트 평가 등 다면 인 평가방법을 고안하고, 학습과정이 종료된 후 일회 으로 평

가하기 보다는 학습과정 반동안 학습자의 성취를 측정하는 지속 인 평가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변인 간의 계성 규명에 있어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 학 학습

자의 학습성과에 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과 학습몰입의 측력을 검증

하 다. 연구결과 성취도에 한 과제가치,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성취도를 측하는 요인으로 학습자 동기, 학습 과정 의 변인 이외에도 시험불안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변인의 검사도구들은 모두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주 일 수 있다.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지는 다양한 

에서 개개인의 개인차 정도를 추론하고 설명하기 한 자료로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이나, 

수집된 자료가 연구 상자의 주 인 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설문 결과에만 의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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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이 갖는 근본 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다각도 인 측

면에서 객 인 데이터를 얻기 한 노력과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검증을 통해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성과를 측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직․간 인 계 속에서 통

합 인 근을 통해 학습성과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이해하는 데에 실증 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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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earners' Motivation, Teaching Presence, 

Learning Flow on Learning Outcomes In Cyber University

Lee, JeongMin*

Yoon, SeokIn**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Cyber universities, many skeptics have continuously raised 

doubts about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of Cyber universities. Compared to the 

face to face lecturing environment of off-line universitie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Cyber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ir student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learners' motivation (such as self-efficacy 

and task value),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flow affect learning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between 

learner’s motivation,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outcomes. Participants were 137 students 

in H cyber university. They responded the following surveys: self-efficacy, task value, teach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Baron & Kenny (1986)’s mediation analysis approach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o this study. Findings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task value, teach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however,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ask value, teach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achievement. learning flow mediates between self-efficacy, task value, 

teaching presence and satisfaction. In addition, self efficacy and learning flow in predicting 

learning achievement, learning flow didn't act as a mediator as self efficacy predicted learning 

achievement .

Thanks to the aforementioned results, we now know that learners motivation(self efficacy, 

task value) and a sense of teaching presence were the major variables to predict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addition, self efficacy was the only variable to predict the learning achievement.  

 * Corresponding Author, Full-time Lecturer,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jeongmin@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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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uggests that self efficacy, task value, behavior and teaching of instructors and learning flow 

have to be carefully considered. As self efficacy was the only variable that have direct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indirect impact with learning flow as a mediator, not only task value, but 

also a sense of teaching presence should be facilitated.

Key words: learners' motivation, teaching presence, learning flow, learning out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