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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우리 나라사이버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달과정과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학습자들이 사이 

버대학교를 선택하는 배경과 정보화의 영향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습 행동의 변화에 대해 살피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대학과 학습자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사이버대학이 서울에 위치한 경우는 학습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며，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공으로서 대부분 지방 학습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사이버대학 학습 

자들은 다양한 연령 및 학력， 직업올 구성하고 있지만 20 ， 30대의 연령충과 고둥학교 졸업학력，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습자들 

이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학올 다니는 학습자들의 시간과 공간의 활용 및 학습 행동 변화에 대 

해서 살펴 본 결과， 학습자들이 보충 학습 모임이나 동호회 및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사이버교육올 받고 있으면 

서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활동올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으로나타났다. 

주요어 : 원격교육， 정보통신발달，사이버대학， 사이버 교육， 오프라인 모임 

Alm3d: : In this stu에r， 1 discuss the main faαors that encourage students to engage in cyber education. 1 also 없mine the 
changing σ'end in 1얹ming behaviors as a resu\t of the Infonnation Age. Cyber universities and their students have unique 
geographical c뼈rac없stics and 뻐versity organiza디ons and cons때a show distinctive differences ao∞rding to their ge<짱'Jphic 
location. Students who enroll 띠 the cyber universities located in the capital dty of Seoul tend to live in the metropolitan aæa. 
Stud얹lts at local cy어 universities are local residents who major in s따짧 따roly relat잉 tolα:al economies. In a여i디。n， an 
analysis of the suπ며rs ar닙 inter찌ews rev얹Is that a praαical cross-registra디on 짧없1 among cyber universi디es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Most students at cyber universities are w에뺑 toward a degree. An analysis of leaming behaviors and the use of빼e 

and space suggest that most students 때<e part in additional 0κline aαivities to fulftll knowledge defidendes and engage 띠 
infonnation sharing. Students who expeαed that cyber education would meet their educational needs are not satisfied and, as a 
result, they prefer to 따e part in off-line acti빼es like small group meetings. 까lUS ， my stu，ψ implies that cyber 어ucatiα1 has not 

completely over∞me geographical ∞nstra띠ts. 

꿇ywads: 다ber university, ICf(Information α때nuni때on Technol<팽r) 다ber educa디on， ott-line ac디vity， tele어ucation ， 

leaming behavior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파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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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목적과내용 

정보통신기술과 첨단매체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 

의 변화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체제에 이력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상공간으로서의 

학교， 수업의 보조자 및 촉진자로서의 교사， 수업 

주체로서의 학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사이버교육은 기존의 교육과 달리 시공간 

의 제약올 받지 않는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던 시간과 공간， 정해 

진 장소에서 청해진 시간에 배워야만 했던 학습과 

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교육의 현황올 살펴보고， 

사이버교육 학습지들의 시간과 공간 활용 및 생활 

변화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웅용면 

에서 의의가크다고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교육의 발달과정과 그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올 목표로 

한다. 특히 학습 구성원의 공간 극복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원격교육의 도입에 의해 학습지들은 어 

떠한 지리적인 분포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사이버 

대학 학습자들의 시공간 극복과 학습행동의 특성 

을 밝히는 것올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구체적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보통신의 발달이 교육에 미치게 되는 영 

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기존의 교육방식과의 차이， 

교육기관의 성격 변화 학습자의 사이버대학 선택 

통기들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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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이버대학일지라도 현실 공간에서의 지 

리적인 위치에 따라 학습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 소재 사이버대 

학을비교한다. 

셋째，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의 학습 행동 변화 

를 통해서 정보통신 발달이 학습자들의 학습시간 

과 학습공간에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고자 한다. 또 

한학습시간과공간의 변화와더불어 지역별，관심 

주제별로 형성되어 있는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 알 

아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과자료 

‘원격교육’은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올 활용하 

게 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변화되어 왔으나， 최근 

의 공식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격교육’은 컴퓨 

터， 통신， 위성통신， 케이블π 동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주 학습장소로 

이용하며， 교수자{강사)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 

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 1999 ， 12J.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은 원격교육방식 중에서 

도 인터넷을 통한 대학 수준의 교육으로서 , ‘사이 

버교육’과 ‘사이버대학’ 이라 부르기로 한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2002년 현재 학사 학위과정 12개교， 

전문학사 학위과정 3개파 운영되고 있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공칸 극복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시공간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2001학년도부터 실시한 사이버대학교 15개교에 

대한 기본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국 학습지들의 연령별， 직 



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분포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2학년도 현재 사이버대학교는 서울에 8 

개교， 지방에는 4개과 소재하고 있다. 서울에 소 

재한 8개교 중에서 2002학년도 100>/0 둥록율올 보 

인 서울디지털대학교(SDU: http://www.sdu.ac.kr) 

와 지방에 소재한 4개교 가운데 올해 신설된 부산 

동서사이버대학교(EWCU: http://빼w.ewcu.ac.kr) 

를 선정하여 서울과 지방에 있는 사이버대학의 특 

성올비교하과한다.지방에 있는사이버대학중 

다른 대학교는 개설한 전공분야가 매우 독특하여， 

서울과 지방 소재의 사이버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비교할 사례로는 적합하지 않다. 

설문조사는 두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지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특히 수업의 주차 순환이 

10일인 점올 감안하여， 해당 주차의 첫째 날 사이 

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산 동서사 

이버대학교에서 설문회수율이 매우 낮아， 2002년 

5월 1일부터 10일 동안 학교 관계자 및 학생대표 

및 학생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자료를 

추가수집하였다. 

11. 문헌연구 

1. 원격교육의 개념 

원격교육의 용어는 1982년， 국제통신교육협회 

O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의 명 칭 이 국제 원 격 교육협 회 

O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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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1991: Keegan, 1996; Holmberg, 1986를 인 

용)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 

쇄교재， 방송교재， 오디오나 비디오교재 둥을 매개 

로 하여 교수-학습활동올 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개념은 원격교육이 통신교육에 

서 발전되어 온 개념임올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정 

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극 

복하는 교육방식으로 정의하며， 또한 ‘사이버교 

육’은원격교육중에서 인터넷만을이용핸교육 

으로좁게정의한다. 

2. 선행연구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사 

이버교육은 기폰의 원격교육을 그 모태로 하고 있 

다. 약 150년의 원격교육 발달에 따라 그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교육 

학 및 교육공학적인 연구로서 원격교육의 철학과 

개념， 이론들에 관한 연구， 학습자 특성과 그들의 

학습 동기， 성취도에 관한 연구， 원격교육 교재 개 

발과관련된 연구，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체제에 관 

한 연구， 원격교육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연구， 비 

용 효율성 연구， 원격교육의 사적 고찰에 관한 연 

구동을포함한다(정인성， 1999).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격교육 학생들의 인 

구 사회학적 속성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으며(Wallace ， 1996; 방송대학 학생생활연구 

소， 1996; 1997; 1998), 이에 따라 원격교육올 선태 

하는 요인이나 통기들도 기존 대학에의 참여가 어 

려웠기 때문에서 원격교육방식을 선호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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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보다 융통성있는 교육 방식을 허용하는 원 

격교육이 유용한 학습자 집단은 캠퍼스에서 지리 

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나 직장올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일 

것이다. 또한 Wallace(195X5)는 캐나다 서부의 대학 

들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올 듣는 학생들의 특성 변 

화를 조사한 바 있다. 그는 원격교육의 학습자 중 

여성이 남성을 수적으로 앞서 온 것은 오래 전부터 

의 추셰이며，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아 여성이 

원격교육 학습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올 지적 

하였다. 또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올 함께 제공하는 

한 일반대학올 선정하여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둥 

록한 전 학생올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거주지는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멀 

리 떨어진 곳에서 주내 거주자가 2배 이상 증가하 

였으며， 성인 학습자에서 전형적인 대학생 연령의 

학습자가 역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시간제 둥록 

생에서 전일제 둥록생이 2배 이상 중가하였음(전 

일제 학생이 1984년 18%에서 1995년 쨌6로 증가 

함)을 밝혔다. 이러한 W떠lace(I996)의 연구 결과 

는 캐나다 서부의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다른 대학 

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1984년도 이후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둥록하는 학생수가 계속 증 

가하는추세에 있으며，둥록시학생의 연령은낮아 

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캠퍼스에 출석할 수 있올 

정도로 가까이 사는 학생들이 원격교육에 둥록하 

는 경향이 보고된 것이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사이버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지리교육에 적용되는 매체 개발 및 교안 개발올 위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Rich D.C. , 

Robinson G. , Bednarz, R. S. (2000)는 고둥교육의 

지리교육에서 ICf 사용의 성공적인 사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Shelia(2ooo)는 원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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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의 실제 교육을 비교함에 있어서， North 

Carolina 대학의 학부생 47명올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하였다. 즉， 학습 방법 및 시간 조정， 

교수자와의 접근 방법， 교육 매체에 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을 같다고가정한 후， 실험을 

실시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학습 방식에 의한 학 

습성과의 차이는 없으나， 각자 학습자들의 교육 방 

식 스타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원격교육의 방식이 지리적으로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개인에게 적합한 학숍방식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오프라인 대학과 유사한 효과 

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 

은사이버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학 및 교 

육공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종래 지리학에서는교육과국가사회의 발전관계 

를 비롯하여 교육기회의 균둥화의 실현문제 둥이 

주요한 연구과제로서 다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 

에 접어들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과학의 연구 추세 

는 사회집단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질 

적 차이， 교육기회와 사회적 불평둥， 교육과 사회 

적 이동， 교육과 소득간의 관계 둥에 관심을 기울 

여 왔다. 지리학분야에서는특히 교육기회에 대한 

연구가주를이루었으며，주로교육행동의 지역적 

상이성올 구명하여 교육기회의 균둥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교육행동의 공죠F구조와 이의 프로세 

스를설명하려는 연구가수행되었다(박영한， 1984 

에서 인용). 

사이버교육에 관한 국내 지리학계의 연구를 찾 

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사이버교육에 관련한 연 

구가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이 

버대학교와 학습자들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절실 

히필요하다고본다. 



111. 사이버대학교와 학습자의 분포 

1. 사이버대학교의 분포와 특성 

이 장에서는 사이버 교육기관의 위치와 학습자 

의 지역적 특성올 살피고 2002학년도에 들어와 지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방에 설립된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지들은 서울 소 

재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와 어떠한 지역적 차이 

를 갖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주는시공간극복가능성이 서울과지방사 

이버대학교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알아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57ß교1)의 사이버대학교 중 12개의 4년제 사 

이버대학교(2001년 설립된 사이버대학교 7개교와 

〈표 1) 사이버대학 현황 (2002년 1학기 기준) 

서울디지털대학교 800 1.600 서울시 강남구신사동 

컨소 | 열린사이버대학교 800 1.400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시엄 l 한국디지털대학교 900 1.80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동 

한국사이버대학교 900 1.650 서울시 서대문구신촌동 

경희사이버대학교 800 1.600 서울시 동대문구회기동 

학사 동서사이버대학교 400 부산시 사상구주례동 
학위 

과정 대학 사이버게임대학교 700 전라북도익산시 신용동 

단독 새길디지털대학교 8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세종사이버대학교 500 1,300 서울시 광진구군자동 

한양사이버대학교 1.000 서울시 성동구행당동 

서울사이버대학교 900 1.800 서울시 강남구논현동 

법인 l 아시아디지털대학교 500 경기도안산시 이동 

세계사이버대학교 1,300 경기도광주시오포읍 

구성 대학 
세민디지털대학교 450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형태 단독 

영진사이버대학교 400 대구시 북구복현동 

구성 15 개교 5.600 14.550 서울:8개교 지방:7개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1년， 2002년 사이버대학의 신입생 실태조사를 재구성. 

1) 127ß교는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교이고， 3개교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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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2년 추가로 설립된 5개교의 4년제 사이버 

대학교)에 관한자료를바탕으로 분석하과한다. 

1) 우리나라 사이버대학교 현황 

우리 나라 사이버대학은 고둥교육법에 의하여 

1998년부터 실시된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1999년 

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제도화하였다. 1998년에 

는 원격강의를 통한 학점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가 

상대학 시범운영 프로그램올 실시하였다. 당시 가 

상대학은 5개의 시범운영대학과 107뼈 실험운영 

대학이 셜치 운영되었다. 이듬해인 1999년도에는 

이 중 2개 대학이 운영을 중단하여서 13개 대학이 

프로그램을 계속하였다. 

2000년 3월의 평생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됨에 따라구체적인 법적 기초를갖게 되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22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한 형태로 사이버대학(법률적 용어로는 원격 대학 

이 사용되고 있다J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1)에서 볼수 있듯이， 2001년 3월에 개교한 9 

개 대학은 학사학위과정 7개교， 전문학사학위과정 

2개교이다. 

〈그림 1> 사이버대학교의 분포 (2002년 3월 현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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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대학교의 지리적 분포 

사이버대학교는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0호에 근거하여 설 

치되었다. 명칭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데， 이들 

대학의 명칭은설치기준에 의해 ‘사이버’ 혹은‘디 

지털’ 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우리 나라 사이버대학교들 중 서울에 셜립된 사 

이버대학들은 시범 운영기간에 운영되었던 오프 

라인대학과의 컨소시엄 또는 오프라인대학이 단 

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올 취하고 있다. 이들사이버 

地理學說훌홉 저140호 (2002.9) 

대학교는 교과구성이나 교수진의 운영에 있어서 

도 연계되어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 및 교수자들올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는 전공교 

과목에 있어서도 e-경영， 멀티미디어， 부동산정보 

학， 외국어학， 디지털교육학 둥으로 보면적이고 비 

슷한 교과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에 있 

는 사이버대학교는 세계화시대에 대웅하는 세계 

명문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공간을 초월한 학 

습방식으로서 세계화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있다. 

〈표 2) 지방 소재 사이버대학교의 특징 

새길디지펄대학교 

(경북경산시) 

사이버게임대학교 

(전북 익산시) 

아시아 

디지털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자료 : 각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동서사이버대학교 http://www.ewcu.ac.kr. 새길디지털대학교 http://www.sgdu.ac.kr 
사이버게임대학교 http://www.cybergame.ac.kr. 아시아디지털대학교 http://www.adu.ac.kr 

2) 이는 “명생교육시껄의 셜치요령(교육인적자원부r에 준하는 것으로서 〈원격대학〉셀립의 제2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제1항 1호의 명칭에관한규청으로서，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둥원격대학임을나타내는용어가포함되어야함을명시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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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2002년에 신설된 4개의 지방 소재 대학 

들은 〈표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전공이 

나 지역특색과관련된 과정올제공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4개 사이버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 

색올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사이버게임대학교의 

경우， 전라북도 전주시가 영상복합산업단지로 특 

성화되어 있으며， 매년 영상축전과 게임 엑스포가 

개최되는 둥 게임에 관련된 지역의 문화가 발달되 

어 있올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구 개발시 첨단 정 

보통신산업， 특히 게임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 

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소재한 동서사이버대학교는 부산경남지 

역에서는 최초로 설립 가인가를 획득하고 2001년 

에는 정식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개교일정을 1년 

후로 미뤄 2어2년에 개교하였다. 이곳의 경우에도 

전북에 있는 사이버게임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오프라인 대학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된 사이 

버대학교로서，동서대학교를모태로하고있다. 

대구의 새길디지털대학교 역시 오프라인 대학인 

대구대학교를 통해서 학교운영 방식을 참고하고 

있으며， 교수진올 모두 대구대학교의 교수들로 충 

당하고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아시아디지털대학교는 

1998년 사이버서울문예대학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스웰꽤아의 창립으로 개교하게 되었다. 경기도 

는 사실상 서울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앞서 살펴 본 

지방 대학들처럼 해당 지역에 국한된 교수자와 학 

습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전공 

에 대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사이버교육의 특정상 교수자가 해당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이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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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사이버 대학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컨 

텐츠를 제한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수진으로 확보 

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기존의 교육에서 커리률 

렴을 모두 변환했다기보다는 교육매체 발달에 의 

한 교육방식의 변화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교수진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 오프라인 대학 

단독으로설립할경우해당대학의 연계를통해 교 

수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경우， 각 사이버대학교들은 최초 설립 

인가가 났던 2001년보다 2002년의 학습자 지원율 

이 저조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 

는 대학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며 지방대 

학의 지원율은 매우 낮았다. 이는 사이버대학에 대 

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 

만， 사이버대학교를 평생교육이 아닌 입시과정을 

생략한 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방면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기왕이면오프라인 명문대에 기반올둔서 

울의 사이버대학교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정원을 두 배로 늘리 

고 신설 대학들도 여렷 생겨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 

된것도한요인이라할수있다. 

이와 같이 서울 소재의 사이버대학교와 지방 소 

재의 사이버대학교는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니고 있는 창립 목적， 오프라인 대학과의 

연계， 교수진의 구성 그리고그에 따라 학습챔의 

지원 및 분포에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지역별 분포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들은 거주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즉， 해당 지역의 교육잠재인구나 



정보화배경에 따라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는 학습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도 

지 역의 특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1) 지역별 교육잠재인구와 사이버대학 학습자 분포 

사이버대학교는 고둥학교 학력 이상올 지닌 사 

람들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별 학습자의 분 

포가 비단 사이버대학교 기관의 폰재나 학습 성향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교육인구 

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 

생의 지역별 분포와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잠재인 

地理學월훌훌 저140호 (2002.9) 

구에 따른 현황올 비교하여 지역별 학습자의 분포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한다. 

먼저 사이버대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고둥 

학력 이상의 학습자일 경우 연령에 제한이 없으나， 

사이버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 

는 20-49세의 인구를 2000년 인구 주태 총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20-49세 

인구 10 ，000명당 학습자수의 비율올 통해 전국의 

평균적인 학습자수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나는데， 2애2학년도 사이버대 

학교 학습자수는 전국의 20-49세 인구 10;뻐명당 

평균 약 4명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별로 살펴 볼 때， 전국 평굵보다 높게 나타나는 

〈표 3) 지역별 인구규모와 사이버대학교 학습자 분포 
(단위: 명， %) 

서울 5,341,104 (23.0) 3,660 (39.4) 6.9 
부산 1,880,959 (8.1) 424 (4.6) 2.3 
대구 1,279,966 (5.5) 265 (2.9) 2.1 
인천 1,295,012 (5.6) 748 (8.0) 5.8 
광주 684,553 (3.0) 149 (1.6) 2.2 
대전 711,533 (3.1) 196 (2.1) 2.8 
울산 538,144 (2.3) 162 (1 .7) 3.0 
경기 4,667,817 (20.1) 2,294 (24.7) 5.0 
강원 696,871 (3.0) 282 (3.0) 4.1 
충북 694,572 (3.0) 127 (1 .4) 1.8 
충남 813,494 (3.5) 175 (1.9) 2.2 
전북 840,860 (3.6) 142 (1.5) 1.7 
전남 825,686 (3.6) 143 (1.5) 1.7 
r7jjitj; 1,233,905 (5.3) 233 (2.5) 1.9 
경남 1,425,278 (6.2) 268 (2.9) 1.9 

950 (1. 1) 31 (0.3) 1.3 
합계 23,173,704 (100.0) 9.299 (100.0) 4.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http://www.nso.go.kr). 

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69-



사이버대학교와 학습자의 지리적 분포 및 교육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은 일반적인 학습욕구가 강한 수도권 지역이 

높은수준을보였다. 

2) 지역별 정보화 수준과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분포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분 

포는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육잠재 

인구에 의혜 영향올 받고 있음이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의 집중 현상올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아무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관심 

올 갖고 있올지라도 충분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 

설이나 정보화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으면 불가능 

한 것이 사이버 교육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터넷이용자수와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수를 비교 

해 본 것이 〈표 4) 에 요약되어 있다. 지역별로 인 

터넷 이용자 10，000명당 학습자의 수를 보면，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있다.하지만다른지방의 경우，아직 인터넷 

이용자 10 ，000명당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습자의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지방에는 4개 

사이버대학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홍보에 

의한 학습자 유치도 인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이버대학의 성장기에 이르렀 

올 경우， 지방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이버대학 둥 

록의 비율은 매우 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 

인다. 

3)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 분포 비교 

사이버대학교 학습지들의 지리적인 분포를 살펴 

보는 것은 정보통신의 영향에 의해 시간과 공간올 

〈표 4) 지역별 인터넷 이용자수와 사이버대학 학습자수 

서울 5,973,580 (24.5) 3,660 (39.4) 6.1 
부산 1,814,022 (7.4) 424 (4.6) 2.3 
대구 1,143,059 (4.7) 265 (2.8) 2.2 

인천 1,393,585 (5.7) 748 (8.0) 5.4 

광주 690,894 (2.8) 149 (1.6) 2.2 
대전 767,151 (3.1) 196 (2.1) 2.6 

울산 587,245 (2.4) 162 (1 .7) 2.8 

경기 5,259,661 (21.6) 2.294 (24.7) 4.4 

강원 721,093 (3.0) 282 (3.0) 3.9 

충청 1,441,611 (5.9) 302 (3.2) 2.1 

전라 1 ，η3，068 (7.3) 285 (3.1) 1.6 
겨ζ〉ACi} 2,525,072 (10.4) 501 (5.4) 2.0 

(1.1) 31 (0.4) 1.1 

(100.0) 

자료 : 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01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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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에 등록한 학습자들의 거주지 분포 
(단위:명， %) 

서울 2,260 (46.34) 3.2 3,560 (39.83) 5.0 
인천경기 1,657 (33.97) 2.2 2.924 (32.72) 3.8 
그외지역 939 (19.26) 0.6 2,402 (26.88) 1.5 
해 외 21 (0.43) - 51 (0.57) 

겨| 4.8π (100.00) 1.6 8,937 (100.00) 2.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이학년도， 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를 재구성. 

극복했올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 

명력올 갖게 한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대학교의 위 

치가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분 

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은 이러한 공 

간극복올설명하는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림 2) 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사이버대학 

교 학습지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 위치한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은 부 

산과 대구， 전북， 경북， 경남지역에서 우세한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 본 지방 

에 있는 사이버대학교의 위치를 파악해서 알고 있 

는 것과 같이 부산광역시의 동서사이버대학교， 대 

구광역시 새길디지털대학교， 전북 익산시의 사이 

버게임대학교를 거점으로 학습자들의 분포에 영 

〈그림 2) 서울과 지방 소재 사이버대학의 학습자 분포 (2002년 3월 현재) 

￡쫓P 
o 50 빼 g 
I I 훌핵훌자 I훌) I 

〈서를 소1I 시이벼대댁뀔 >

강v 
〈지방 소1I 서이버대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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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서울소재 사이버대학교의 특징 

현재 서울에 위치한 사이버대학교의 수는 최초 7 

개교에서 올해 신설된 한양사이버대학교를 포함 

하여 8개교가 되었다. 앞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2002학년도에 들어서 사이버대학교의 모집정원은 

2001년에 비해 두 배 중원되었다. 하지만， (표 5) 

에서 볼수 있는바와같이 서울 및 인천， 경기를 

제외하고는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에 둥록한 비 

율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대상이 되는 고둥학력이상의 인구가 집중된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서 나타난 결과라 

고볼수있다. 

(2) 지방소재 사이버대학교의 특징 

현재 지방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는 모두 4개교로 

서 , (표 6)을 통해 상세한 학습자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이 

버대학교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 

〈표 6) 지방소재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 분포 

(단위: 명， 인구 100，000명당 학습자수) 

부산 4 (0.2) 

대구 3 (0.2) 
인천 6 (0.4) 0(0.0) 2 (0.1) 10 (0.찌 18 (1.1) 

광주 0 (0.0) 0(0.0) 0(0.0) 1 (0.1) 1 (0.1) 

대전 6 (0.6) 0(0.0) 0(0.0) 0(0.0) 6 (0.6) 

울산 0(0.0) 0(0.0) 1 (0.1) 2 (0.3) 3 (0.4) 

경기 23 (0.4) 2 (0.1) 5 (0.1) 100 (1.η 

강원 1 (0.1) 0(0.0) 2 (0.2) 1 (0.1) 4 (0.4) 

충북 1 (0.1) 1 (0.1) 1 (0.1) 1 (0.1) 4 (0.4) 

충남 0(0.0) 0(0.0) 2 (0.2) 2 (0.2) 4 (0.3) 

전북 0(0.0) 1 (0.1) 3 (0.3) 19 (1，찌 

전남 2 (0.2) 0(0.0) 0 (0.0) 1 (0.1) 3 (0.2) 

~녹t:::I 0(0.0) 1 (0.1) 2 (0.1) 30 (1.η 

경남 2 (0.1) 9Jill헤 2 (0.1) 2 (0.1) 15 (0.8) 

제주 0(0.0) 0(0.0) 0(0.0) 1 (0.3) 1 (0.3) 

0(0.0) 0(0.0) 0 (0.0) 0 (0.0) 

(0.2) 97 (0.3) 153 

* 음영표시는 지방 소재 사이버대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 굵은 이탤릭체의 숫자는 각 사이버대학교별로 학습자 분포가 집중적인 곳이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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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대학교의 특성을 살린 전공교과목과 지역별 특 

성과 연계된 특정 분야 전공을 제공하여 대학 기관 

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학습자의 분포를 볼 

수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사이버 

대학교 4개교는 학습자의 분포가 해당 지역에 가 

장 많이 밀집하고그 다음으로 수도권 거주 학생들 

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 

능하다. 먼저，대학이 위치한지역과그인근광역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의 학습자가 대부분인 경우 

이다.4개교 가운데 동서사이버대학교(부산)와 새 

길디지털대학교(경산)가 그러한 특정을 보여주는 

기관인데， 이 두 사이버대학교는 각각 부산과 대구 

의 오프라인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경남과 경북 지 

방의 학습자가 대부분이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습자는 매우 소수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지방에 소재한 사이버대학교임 

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 학습자들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경우이다. 사이버게임대학교와 아시 

아디지털대학교가 그 사례인데， 사이버게임대학 

교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 37.6%, 

경기 22.8%의 학습자를 둥록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아시아디지털대학교의 

학습자 거주 분포는 경기지역에 45.8%, 서울지역 

에서 33.3%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 

으면서도 학습자의 분포가 이처럼 수도권 편중 현 

상을 보이는 것은 이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정 전 

공에 관한 전문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사이버 

게임대학교는 게임 관련학과， 아시아디지털대학 

교의 경우는 영상분야 퉁 매우 독특한 전공을 편성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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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인구경제적 특성 

여기에서는 서울과 지방 소재의 대학별로 나누 

어 현재 둥록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정을 살펴 보 

파 한다. 즉，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와 지방 소 

재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에 

관한분포를 비교하여， 대학기관의 위치에 따른학 

습자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분석에 쓰인 자 

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학년도 신입생 분포 

현황이다. 

1) 언령 

〈그림 3)은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교별로 학습 

자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대학교의 칸단한 입학절차와 나이가 들어 

서도 학습에 대한 열정을 지닌 고령지들이 인근 지 

역의 학습기관을 더욱 선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 

로볼수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대학교의 소재지에 따라서 학 

습자들의 연령 구성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령자들이 인근 지역의 대학 

기관을 선호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에도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학습자들 

이 오프라인 명문 대학들이 위치한 서울 소재 사이 

버대학교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오 

는결과로해석된다. 

다음 장에서 분석하게 되는 설문 웅답자의 경우， 

서울 사이버대학교 학습자 942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대(36.6%)와 30대 (37.2010)가 높은 

비율을보이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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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비을(%) 
40 r=-
35 

30 
25 
20 

15 

10 
5 

0 

〈그림 3)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언령 

19셰 이하 20-24서1 25-29서1 30-39서1 40-49서1 50-59세 60서101상 

연형 
l서을소재사이버대학 口지방소재사이버대학 

주 : 상 = 84.96 (유의수준 0.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비를(%) 
100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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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그림 4)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확교졸 대학현졸 

.서올소재사이버대학 없지방소재사이버대학 

주 : 상 = 12.03 (유의수준 0.01끼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를 재구성 

학력 

〈그림 4)를 살펴보면 다양한 학력 소지자들이 

전국에서 사이버대학교에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미약하지만， 먼저 대학교를 졸업한 학습자들이 

전국적으로 631명 (7.5%)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원 

-74-



을 졸업한 학습자 45명(0.5%)도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을받고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별로차이가있는데，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교의 경우 학습자들의 학력 중 대 

학교 졸업자가 7，989명중의 7.7%인 615명에 달하 

고，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도 42명으로 전체의 

0.53%-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이버대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413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 

인 자는 21명으로 5%에 그친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학습자 942명에 관한 설문 웅 

답자의 경우에도 609명(64.9%)이 고둥학교 졸업 

학력 학습자들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이미 학사에 

준하는 학력올 소지한 36명(3.8%)의 학습자들도 

포함되어있다. 

3) 직업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활용이 자유롭기 

地理學論홉훌 저140호 (2002.9) 

때문에， 전체 8 ，402명중 86%의 학습자가 경제활동 

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이버 

대학교에 둥록하는 학습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 

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추후 커리률럼의 조정 둥에 

많은도움이될수있다. 

〈그림 5) 에서는 2002학년도 신입생들을 토대로 

살펴본학습자의 직업올서울과지방에 있는사이 

버대학교로 나누어 구분해 보았다. 

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를 다니는 학습자의 경 

우， 사무종사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 

으며， 지방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를 다니는 학습자 

의 경우는 역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에 있는 사이버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인근 

지역에 있는학습지들이 많이 거주하고있는것을 

확인했던 바와 같이 지방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 

습자들은 입학조건이나 절차의 칸소화 및 학사학 

위 취득에 따른 장점을 취하려 하는 전업주부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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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올소채 사이버대학 口 지방소채 사이버대학 

주 : i = 102.5 (유의수준 0.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학년도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를 재구성 

-75-



사이버대학교와 학습자의 지리적 분포 및 교육 특성에 관한 연구 

IV. 사이버대학의 선택 및 학습자의 
생활변화:표본조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나타나게 된 사이 

버 교육방식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또 

어떠한 특정으로 인해 선돼되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이나 사이버 교육방식의 특정을 알아보고 사 

이버대학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이버대학교 

의 선태원인과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사이버대학 

과의 차이는충분히 지리학적인 연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흩뚫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지들의 설문을 통한 선택원인을 분석하여 살 

펴보고자한다. 

3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이버대학교의 지리 

적인 위치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이 다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문조시를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서울 사이버대학교를 선태한 학습자들의 

입학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올해 

설립된 부산 동서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인터 

뷰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위 원인들의 서울과부산 

의 차이를 밝혀보도록 한다. 더불어， 기존의 교육 

방식과사이버대학교 교육방식을 비교하여 본다. 

둘째， 학습자의 사이버 학습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 특히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 

인 모임에 대해서도 살펴 보도록 한다. 이는 사이 

버 교육공간을 이용하는 사랍들의 학습 행태가 실 

제 학습 장소 및 학습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2001년 

설립되어 2어2학년도에 1W/o 둥록율을 보인 서울 

에 있는 ‘서울디지탈대학교’ 의 학습자들과 부산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설립 숭인올 받은 부산의 

‘동서사이버대학교’ 의 학습자에 대하여 설문조사 

를실시하였다. 

서울과 부산의 사이버대학교에 설문을 의뢰， 학 

습자가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시에 설문 

을 제공하였으며， 학습지들의 답변을 2002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회수하였다. 서울디지털대학 

교에서는 관련 시스댐의 완비로 충분한 사이버 설 

문의 형식을취할수있었으나，부산동서사이버대 

학교의 경우 해당 설문을 게시판 형식으로 학생에 

게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결국， 설문 회수율 

에 차이가 생겨，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일주일동안 

총 942명의 학습자가 웅답하였으나， 동서사이버대 

학교는 총 학생수 57명 중 16명의 학습자만이 설문 

에 웅답했다.3) 이처럼 웅답률이 저조한 것을 보완 

하기 위하여 부산 동서사이버대학교에 대하여는 5 

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학교 관계자 

및 학생대표 및 학생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 

하여 학습자의 현황과설문에 대한 웅답을 구했다. 

따라서 본장의 분석에 알맞은자료로서 서울디 

지털대학교의 942명의 웅답을 토대로 전반적인 학 

습자들의 사이버대학 선태 요인과 사이버 교육에 

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분석하며， 28%예 웅답을 

3) 인터뷰 및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민감하여 셜문에 웅답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한다. 서울디지럴대학교의 학생들도 이러한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민감한 것은 같은 이치이지 
만， 부산의 경우보다 학생들의 참여율 및 설운조사에 대한 적극성올학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뿔만 아니라 동 
서사이버대학교는 올해 개교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과업무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 학사일정에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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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동서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인터뷰 

와 회수된 설문지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 자료로 이 

용한다. 

1. 학습자의 사이버대학교 선태 배경 

1 ) 사이버대학교의 입학정보 획득경로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사이버대학교 선태 배 

경과 오프라인 교육기관과의 차이점을 통해 살펴 

보고자한다. 

〈표 7) 에 의하면， 현재 서울 사이버대학교에 재 

학중인 설문 웅답자의 경우 전체 웅답자 942명 중 

62.1%에 해당하는 585명 01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 

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다. 오프라인에 의해 알게 

된 학습자는 208명(22.0Vo)으로서， 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는방식은온라인 매체에 의한홍보가더욱 

효과적일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특히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메일을 통해 접근되는 홍보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설문을 실시 

한 대학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를 한 결과 여 

러 사이버대학중 100% 둥록율을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대학교의 홍보 방식의 차 

地理學說훌훌 저140호 (2002.9) 

이일 수도 있는데， 본 설문의 해당 대학은 이미 국 

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장기간 홍보한 

적이 있으며， 국내 일간지 및 개인적인 인맥에 의 

한 홍보수단올 이용해 사이버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습자에게도 온라인의 방식으로 접근올 가능하 

게한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은 학습자들의 사 

이버교육의 경험여부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다. 즉，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로서 둥록올 하기 이 

전에 이미 사이버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전 

체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68.5%가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 

해，사이버교육에대한경험이 없는학습자의 경우 

도 온라인 매체에 의한 정보가 지배적이긴 하나， 

오프라인 및 기타 방식에 의한 정보획득이 경험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2) 입학 동기 

학습자들의 입학동기를 살펴 본 결과는 〈표 8) 

와 같이 나타나는데，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학위취 

득과 교양을 넓히는 것을 가장주요한 동기로 생각 

하고있다. 

이 항목은 학습자 본인의 사이버대학교 입학동 

〈표 7) 사이버교육의 경험 유무와 사이버대학 최초 인식 매체 
(단위: 명. %) 

온라인 매체 207 (68.5) 378 (59.0) 585 (62.1) 
오프라인 매체 58 (19.2) 150 (23.4) 208 (22.0) 
아는사람소개 26 (8.6) 73 (1 1.4) 99 (10.5) 

기타 11 (3.7) 39 (6.2) 50 (5.4) 

합 계 302 (100.0) 640 (100.0) 942 (100.0) 

자료: 설문조새서울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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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습자들의 입학동기 
(단위: 명. %) 

(구성비 :%) 
942 

*복수응답 

* 자료 : 설문조새서울디지털대학교) 
* 설문의 ‘사이버대학 입학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의 답변 내용 중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 학위취득 : 학위취득을 위해서 입학 교양 : 교양 및 인격도야를 위해서 입학. 

- 직장승진 :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입학 병역 :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학. 

- 자격증 :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입학. 

기를 답한 것으로 복수 웅답을 허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라는 항목에 웅답한 결과를 정리한 결과 

전체 942명 웅답지들의 답변 중에 가장 많은 답변 

은 학사취득과 교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경향은 부산 사이버대학의 학생들과의 면담에 

서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이 대학교의 K씨(55)는 

“과거 젊은 시절 대학 학사모도 못 써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 자녀 

들에게도 매우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동 

의 고령 학습자들의 경우 학위취득이라는 항목에 

매우 강한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사이버대학보다 지방 사이버대학 학습자들 

에서 더욱 더 간절하였다. 

3) 학습자의 특성으로 본 입학동기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서 살펴 보았듯이， 연령， 학력， 직업에 있어서 사이 

버대학교를 입학한 동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대학의 학습지들은 대부분 대 

〈표 9) 언령별 입학동기 
(단위:명. %) 

19서101하 13 (2.8) 9 (2.1) 5 (2.9) 6 (19.4) 10 (5.9) 

20"'29서| 187 (40.1) 144 (33.7) 70 (40.9) 14 (45.2) 77 (45.3) 

30"'39서| 1η (38.0) 169 (39.6) 75 (43.9) 10 (32.3) 69 (40.6) 

40"'49서| 85 (18.2) 98 (23.0) 20 (1 1.7) 0 (0.0) 13 (7.6) 

50"'59서| 4 (0.9) 7 (1.6) (0.6) (3.2) (0.6) 

합계 
466 427 171 31 170 

(100.0) (100.0) (100.0) (100.0) (100.0) 

*복수응답 

자료 : 설문조새서울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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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입학고사를 일괄적으로 치루어 입학하므로 나 

이가 비슷하고， 낮 시간동안 학교에 다니는 학사일 

정에 의해 학생으로서의 신분 이외의 다른 일을하 

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 

교의 경우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이를 극복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는 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 942명의 입학동기를 연령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체 942명 중 가장 많은 입학동기는 학위 

취득과 교O삶득에 관한 것이었다. 학위취득에 있 

어서는 20-29세의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웅답을 

하고 있는데， 이는오프라인 대학을다니면서 학위 

취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입학절차 

나자격이 못미치는학습지들의 선택에 의한것으 

로판단된다. 

또한 직장 송진과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입학동 

기는 경제활동올 할 연령대인 20-29세와 30-39세 

의 학습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장 

생활올 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학사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학습을 병행하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알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이버대학에 입 

학을 한 학습자들은 기존 대학교들의 커리률럼보 

다는 실생활에 웅용하기 쉬운 학문으로 구성된 사 

이버대학교의 전공때문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며， 

특히 아직 미취업자이거나 여러 경제활동의 경험 

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20， 30대의 학습자들 

에게 많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입영연기 

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병 역혜태은 특정 10-30대 

의 남자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인 입학동기가 된다. 

이처럼 사이버대학교에 같이 동록을 한 학습자 

들일지라도다양한개인학습자의 환경에 의해 그 

동기는차이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1)은 설문 웅답자 전체 942명의 직업별로 

살펴 본 사이버대학 선태 배경이다.전체 웅답자 

942명 중 828명(87.8%)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들로서 이들은 사이버교육 방식올 통해 학위를 취 

득할 수 있게 된 학습자들이다. 특히 주부나 직업 

이 없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격중 취득이나 학사학 

위 취득에관심이 있었으며 이는좀더나은직업이 

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이버대학을 선태 

한것으로분석된다. 

〈표 10) 학력별 입학동기 
(단위:명. %) 

고등학교 316 267 115 19 116 
졸업 (51.9) (43.8) (18.9) (3.1) (19.0) 609 

전문대학 34 46 15 2 15 
입학이상 (35.8) (48.4) (15.8) (2.1) (15.8) 95 

합 계 
350 313 130 21 131 

(49.7) (44.5) (18.5) (3.0) (18.6) 704 

*복수응답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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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직업별 입학동기 

(단위: 명. %) 

전일근무 340 327 123 13 119 709 
(47.9) (46.1) (17.3) (1.8) (16.7) 

무 직 
46 35 14 9 20 

91 (50.5) (38.4) (15.3) (9.9) (21.9) 

15 14 8 0 9 
-그「〈 -t「j (65.2) (60.9) (34.7) (0.0) (39.1) 23 

기 타 
65 51 26 8 23 

(54.6) (42.8) (21.8) (6.7) (19.3) 119 

합계 
466 427 171 31 170 

942 (49.5) (45.3) (18.2) (3.3) (18.0) 

*복수응답 

자료:설문조사 

〈표 12) 지역별 입학동기 

학위취득 190 (49.2) 

.ii! ~ 182 (47.1) 

직장승진 74 (19.1) 

병 역 11 (2.8) 

자격증 73 (18.9) 

응답자수합계 386 

*복수응답 

자료:설문조사 

이러한 학슐자들의 사이버대학교 입학동기가 학 

습지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가 〈표 12) 의 지역 

별학습자의 입학동기이다. 

〈표 12)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학위취득과 

교。옮득에 관한 입학동기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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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 

160 (47.9) 116 (52.2) 

144 (43.1) 101 (45.4) 

57 (17.1) 40 (18.0) 

15 (4.5) 5 (2.3) 

59 (17.7) 38 (17.1) 

334 

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반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생 입영연기의 혜태올 사이버대학에서는 

최근 법적인 통과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입학한학습자들을설문하 

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직장송진과 자격증에 관한 



재교육과 같은 의미의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과 인 

천경기 지역 뿐만아니라다른지방의 경우에도수 

도권 지역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 지방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마땅한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를 

찾는것으로판단된다. 

4) 다른 교육기관과의 차이에 따른 선택배경 

앞서 살펴 본 사이버대학교의 입학 동기는 학습 

자들의 일반적 특성올 통해 알아본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대학만의 특성올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사이버대학교 선태배경 

올 살펴보기 위해서 오프라인 교육 기관들과 사이 

버대학교를 비교하파한다. 

〈표 13)은 서울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들이 오 

地理學論훌 저140호 (2002.9) 

프라인 교육기관보다 사이버대학교를 선호한 이 

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셜문 결과에 의하면， 정보 

통신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제약의 해소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대부분 시 

간극복에가장큰의미를두고있었다. 

이러한 사이버대학교를 선태하는 다른 이유로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까다 

로운수학능력시험 및 입학절차를거쳐 정규오프 

라인 대학에 다녀야만 하게 되어 있다. 사이버대학 

은 이러한 입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학 입학이 

어려웠던 사랍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교육의 방법이나 

혹은 인근 교육기관에서 일정의 교육비와 학습시간 

올 들인다 하여도 학위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학습자들은 이를 이용하려고하지는 않올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이버대학교 학습 

〈표 13)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대학교의 장점 
(단위:명， %) 

대학 
70 449 27 101 295 

(7.4) (47.7) (2.9) (10.7) (31.3) 

학원 
46 403 5 72 262 154 942 (4.9) (42.8) (0.5) (7.6) (27.8) (16.4) 

독학 - 403 273 266 
(42.8) (29.0) (28.2) 

*복수응답 

* 자료 : 설문조새서울디지털대학교) 
* 설문조사의 ‘지역내 사설교육기관 및 대학， 독학 등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사이버대학교의 장점을 고르시오”라는 
항목의 답변이다. 

- 거리 극복 : 다른 기관 이용가능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선택한 경우 

- 시간 극복 : 다른 기관 이용가능하지만， 시간이 더욱 자유스러운 경우 

- 학비 저렴 : 다른 기관 이용가능하지만， 학비가 더욱 저렴한 경우 

- 학습 우수 : 다른 기관 이용가능하지만， 교육질이나 효과적인 학습법이 제공될 경우 

- 학위 취득 : 다른 기관 이용가능하지만，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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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학습올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 

술로 시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지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중 및 직장 내에서의 송진 혹은 취업에 

관련한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하파 사이버대학 

교를 선돼했으며，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정과 거주 

지역의 오프라인 교육기관 분포나 성격에 의해 사 

이버대학교의 선태이유는다양한 것을 알수 있다. 

2. 학습자의 학습행동 특성 

학습자들 모두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학습방 

식은 처음 접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이 기존에 갖 

고 있던 교육방식 및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애로점들이 어떠한 새로운 학 

습 행동으로반영되는지를 살펴 보고자한다. 

1) 학습시간과 학습공간 

설문을 통해서 살펴 보았던 항목은 사이버대학 

교 학습자들이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버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어떻게 반웅하는지 

를 알아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생업과 학업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일반적 

으로 학습에만 전념하는 학습자들과는 생활패턴 

이 다를 것이라고 추측을 할수 있다. 

다음의 〈그림 6)을 통해 사이버대학교를 다니는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시간꽤턴을 살펴 보도록 하 

겠다. 일반 대학교의 수업 시간은 일반적인 근무시 

간과 거의 동일하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의 일상 업무시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서 설명해 주듯이 사이 

버대학교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시간이 20 

시-22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이버대학교의 특정을 보여 주는 

〈그림 6) 학습 시간대별 학습자 분포 

확슐자수(명) 

120 r--

100 

80 

60 

때
 
때
 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μ” 

자료 : 설문조새서울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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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새벽 시간과 한낮의 업무시간 및 식사시간 

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사이버대학교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교와는 

달리 실제 시간 제약을 충분히 극복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처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은 학습자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일 

어나는 일들이며， 이들 학습지들의 직업이 무엇인 

가에 따라서 시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 보는 것은 학습자들의 생활변화를 살펴 보기에 

가장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 에서는 

전일근무자와 기타 경제활동 학습자의 경우， (그 

림 8)은 주부나 무직자의 경우로서 학습시간의 모 

양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특 

히 전일근무자와 기타 경제활동 학습자의 경우에 

는 낮 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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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학습시간으로 할애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 

지만， 그와 반대로주부와 무직자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과는 달리 낮 시간을 최 

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부는 전체 

학습자의 평균 활용시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어린 아기나 가족들이 잠이 든 시각 

이나 출근을 하고 집에 혼자 남아 있을 시각인 새 

벽과 오전 10시에 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낮의 경우 다른 가사업무에 쫓겨 전혀 학습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학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녁시각에도 평균에 

못 미치는 학습활동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앞서 학습자들의 직업별로 학습시간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는 설문에 웅답한 942명의 

연령별 학습시간 패턴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 

9)와 〈그림 10)은 학습자들의 연령별 학습 시간올 

나타낸 것이다. (그림 9)는 경제활동보다는 학습 

〈그림 7) 전일근무자와 기타 경제활동 학습자의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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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부와 무직인 학습자의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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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0대와 20대 학습자의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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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0대 40대 50대 학습자의 학습시간 

비을(%) 
20.0 r==------
18.0 
16.0 
14.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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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 

-←30대 -←40대 -‘-50대 

에 전념할 수 있는 10대와 경제활동올 하는 학습자 

의 비율이 높은 20대 학습자와의 비교를 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학습자들은 근무 

및 업무시간에는 주로 학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는 오전 시 

간에 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 

사하게 〈그림 10) 의 30대~50대 연령의 학습 시간 

패턴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학 

습자들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대학교 학습은 공간적인 제 

약도 극복을가능하게 해 준다. 

사이버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에게는 공간의 자율 

성이더욱중요한점으로여겨지며，고정된시간대 

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 

들보다 근무지에서의 강의수강이 많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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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 속하더라도 학습을 

하는 장소로는 자태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학교에 접속할 수 있는 학습장소이기 

때문이다. 

2) 오프라인 모임 

(1) 오프라인 모임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학습자들은 새로운 

패턴의 교육방식을 만들어가고 었다. 사이버 대학 

교의 학습자들은 최근 발달한 사이버 공간상의 학 

습공죠F을 활용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 

의 모임을 만들고 있다. 원래 오프라인 모임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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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의 각종 동호회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운 

영자를 비롯한 뭇있는 회원들의 온라인01 아닌 오 

프라인에서의 만남이 버;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올 말한다. 주로 이들은 온라인 상에 

서의 만남과 더불어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더욱 더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 활동에서의 중요한 

점으로 인식하게 되어 꾸준한 모임들이 생기고 있 

는것이다. 

기폰의 인터넷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과 유사하 

게 사이버대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서 

오프라인 모임이 형성되어 있다. 먼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동호 

회의 관리를 함께 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 

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혹은 전공 

과 관련한 주제， 그리고 그 외의 관심정도에 따라 

서 모임올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 모임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날수 있는 인근 지역의 학습자들올중심으 

로모임이설립되는경우가많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주로 각자 

갖고 있는 관심사의 공통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스터디그룹의 형식으로전공에대한더 알찬학습 

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직접 만나서 행해지는 모 

임이므로지극히 지리적으로가까운곳에 살고 있 

는 학습지들끼리 모임올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정기적인 모임 혹은 긴 

급 결정 사항이나 단체 행동을 보여야 할 경우 비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게 된다. 주로 정기적인 모 

임은 월 1-2회에서 매주 만나는 형식의 모임이 있 

을 수 있으나，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 

의 모임이 많아서 월 1-2회의 모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공과 관련한 학습위주의 스터디 그룹은 

매주학습량올결정하고또한서로학습한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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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복습을 겸한 모임을 결성하여 매주 정해진 요 

일에 만나서 사이버대학교 학습방식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서사이버대학교와같은 경우는 이러한스터디 그 

룹에 교수를 비롯한 학습자의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모임의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한 장소를 

활용하고있었다.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는 학습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은 필수적인 정기 모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여러 방면으로 잘 활용하게 될 경우 개 

인적인 인칸 관계 형성 및 학습에 대한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문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사이버 교육은 

현실공간에서의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지지만， 현실공깐에 바탕하여 살。}가고 있는 학 

습:J.}들에게는 사이버교육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서울 사이버대학교 학습지들의 학습 

활동시 애로사항윷 요약하고 있다. 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습자들 

간의 정서교류와 교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 

항이문제시되고있다. 

학습자들01 이와 같이 느끼는 점들은 모두 기폰 

의 학습방식과 달리 사이버대학교의 교육방식을 

채택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점들이다. 오프라인 

대학교이라면 여기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학습자 

간의 정서적 교류 혹은 교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 

고 오프라인의 모임 둥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사이버대학교의 시공간 

극복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오프라인 대학이나 생활에 대한 조건도 계속 

유지하파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면들을 정보통 

신기술은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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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애로점 
(단위:영 %) 

오효와안 i표수Sij.Q쌓흉 

서울 84 (21.7) 128 (33.1) 89 (23.1) 85 (22.1) 386 (100.0) 

인천경기 68 (20.3) 98 (29.3) 82 (24.6) 86 (25.8) 334 (100.0) 

그외지역 65 (29.3) 71 (32.0) 29 (13.1) 57 (25.6) 222 (100.0) 

합계 217 (23.0) 297 (31.5) 200 (21.2) 228 (24.3) 942 (100.0) 

자료 : 설문조새서울디지털대학교) 

주) 설문항목 중 “본인이 사이버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오프라인 : 오프라인 모임의 부족 

- 정서교류 : 수강생들간의 정서적 교류의 어려움 

- 리듬변화 : 생활리듬의 변화 

- 교수의사소통 : 교수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판단할수있다. 

(2) 오프라인(off-line) 모임의 현황 및 특징 

서울 사이버대학교 설문 웅답자 942명 중 43.80/0 

인 413명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들의 남녀비율은 전체 남학생수의 62.5%인 278명 

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전체 여학생수의 

46.7%인 13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오프라인 모임의 성격이 학습자들간의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과 연계된 인맥 형성 둥의 

이유로 인해 남자 학습자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 

이는것으로판단된다. 

〈표 15) 에서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단 

순한 학습 정보 교류 이외의 활동도 두드러지는 것 

올 판단할 수 있다. 즉 남자 학습자의 경우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연령충의 학습7-}들이 모임에 참가하고 

〈표 15) 오프라인 모임 참가 학습자의 성 및 언령 

17""'19서| 11 7 18 

20""'29서| 90 87 1η 

30""'39세 110 38 148 

40""'49서| 60 3 63 

50""'59세 7 O 7 

합계 278 135 413 

자료 : 설문조ÁK서울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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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프라인 모임 참가자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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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료 : 설문조사{서울디지털대학교) 

있음올알수있다. 

〈그림 11)은 셜문올 실시한 서울 소재 사이버대 

학교 학습자들의 위치에 따른 오프라인 모임 참석 

자들의 분포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에는 전체 학습자의 수가 많고， 만 

나기 쉬운 인근 지역이므로 학습자의 분포가 월풍 

히 많다. 그 외의 다른 지방의 학습자 분포는 넓은 

지역을 포혐}는 도내의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모 

임이 결성되어 있는것을알수있다.따라서그분 

포가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못한다. 

v. 결론 

사이버교육은 기존의 원격교육에서 최근에 진일 

보한 교육방식으로서 , 정보통신발달에 의한 교육 

변화의 모습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사이버대학교의 풍장과 함께 지리적 

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과 학습자들의 교육행 

동올 밝히려는데 목적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이버 

대학교 발달과정과 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학습자들이 사이버대학교를 선태하는 

배경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일어난 학습자들의 학 

습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연구의 자료는 2001년， 2002년의 전국 사이버대 

학 및 학습자 현황에 관한 자료와 2002년 4월과 5 

월에 실시한 서울디지털대학교와 부산 동서사이 

버대학교의 설문 및 심충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지방에 있는 사이버대 

학올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아 

울러 심충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실제 사용 가능한 

설문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의 942명 분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현재의 사이버대학교는 초창기이기 때 

문에， 그 역A까 일천하고 관련 자료가 드물지만， 

선행 연구가 적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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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있다. 

우선 사이버교육 및 사이버대학의 발달과정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사이버교육은 원격교육 

을 토대로 정보통신과 함께 발달해 왔으며， 1998 

년 시법적인 사이버교육의 운영시기를 거쳐 2001 

년 국가에서 공인하는 정식 사이버대학교가 설립 

되었다. 

다음으로사이버대학과학습자의 지역별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대학기관이 서울이나 지방에 설립되는 경 

우 그 지리적 특성과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운영 

둥에 의한 차이를 살펴 보았다. 사이버대학이 서울 

에 위치한 경우는 학습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며，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공으로서 대부분 지방 학습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컨소시엄 구성 사이버대학교 

는상호협력에 의한관리 및 운영에만초점을두고 

있어서， 아직 실제 대학간의 학점인정 둥은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폭 넓고 다양한 

양질의 학습내용을 전국의 다양한 학습자틀이 공 

유할수 있는네트워크를갖추면 컨소시엄형 사이 

버대학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둘째， 서울과 지방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연령， 학 

력， 직업으로 비교하였다.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다수 경제활동을 하면서 학습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20， 30대의 학습자들이 대 

부분이다. 또한 고퉁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갖추 

면 입학01 가능한 입학절차에 의해 학습지들은 대 

부분 다양한 학력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고둥학교 졸업 학력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학습 

자들의 직업은 사무종사자들이 가장 많았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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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와 무직자들의 재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의 분포도 보였다. 이처럼 사이버대학 학습 

^~들은 다양한 연령 및 학력 직업을 구성하고 있 

지만， 20 ， 30대의 연령충과 고둥학교 졸업학력， 사 

무직에 종사하는 학습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이론적으로 시공죠떨 극복할 것으로 보이 

는사이버대학의 경우 학습자의 분포는지역내 교 

육잠재인구， 인터넷 이용인구에 의해 관련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즉， 지역내 교육잠재인구와 인터넷 

이용인구가 많은 경우， 지 역별로 그 수에 비례하여 

학습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각각 

의 비율로 살펴 본 결과，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는 

각각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학습자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이버대학 선태 원인과 학습자들의 

학습 행동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학습자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사이버대 

학올 선돼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학 

습자들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입학을 한 것으 

로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취업， 숭진 및 자격증 취 

득을 위한 개인적 능력 함양에 관한 목적도 많은 

부분차지하고 있다. 모든지역에서 학위취득과교 

。옮득에 관한 입학동기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직장숭진과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 

동기도 높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습 

자들의 경우 직장인이 많았기 때문이며， 지방에 거 

주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마땅한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이 

버대학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학습자들의 시간과 

공간의 활용 및 학습 행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특히 주간 이외의 다른 시간대의 학습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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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혹은 학과별로 모이게 되는 오프라인 모 

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 

들이 보충 학습 모임이나 동호회 및 정보교류의 목 

적으로 모이는 것은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했던 것과 달리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필요성도 절 

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학 학 

습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지리적인 제약을 극복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초창기에 볼수 있는사이버대학의 특 

정을 살펴 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현재 사 

이버대학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교수진 및 대 

학 자체의 색깔올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분 학습자들도 사이버대학 

교육에 대하여 신뢰도가 부족하였고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사 

이버대학교의 발달에 긴 안목으로의 연구가 필요 

할것이다. 

사이버 대학 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대학의 유형， 학 

습에 관한 지역별 특성 동을 제대로 구명하기 어려 

웠다. 앞으로 사이버 교육에 관한 자료가 더 축적 

되면 일반대학의 학습자들의 시공간 행태와 비교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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