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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실재감과 수업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도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사회적 실재감 변인을 중심으로 구조회귀모델(SEM)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평생교육사 취득관련 과목을 수강한 256명이

다. 연구결과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은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실재감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

로, 사이버대학 학습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효과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변인들인 학업성취도와 수

업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사이버대학, 사회적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Ⅰ. 들임말

사이버 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비 통  학습자들의 질 높은 고등교육에 한 쉬운 

근 기회의 요구에 따라 2001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양 인 면에서 지속 으로 성장해 

왔으며 2010년 재 102,190명의 학습자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 학에 등록하

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학의 양  확 에도 불구하고 입학생수 

  * 이 논문은 최부기(2012)의 석사학  청구논문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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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졸업생 비율은 62%로 학습자의 도탈락율이 일반 학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사이버 학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의 학습자 도탈락율은 면

면 교육에서보다 더 높다(임연욱, 2007). 이러한 사이버 학의 안에 심을 가지고 그 원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 최근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실재감에 한 연구들이 두드러진다. Shin(2003)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토론학습과 커뮤니

이션 매체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자와 학습자 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 인 거리’를 

이는 것이 요한 활동임을 지 한다. 실재감은 일반 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being 

there)'을 의미하며(Steuer, 1993), 물리 인 역보다는 인간의 심리 인 역과 계된 용어이

다(이규하, 2010).

사회  실재감은 Short 외(1976)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인식하

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인 간 교류를 감지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Tu & McIsaac, 2002 재인용).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hin(2002)은 사회  실재감은 ‘매개된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군가와 

교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Garrison과 Arbaugh(2007)는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 사회  실재감을 매체의 개를 통한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학습자 자신을 사회 으로 

 감성 으로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Stacey(2000)는 이러닝에서 학습자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한 사회  실재감의 증가가 그들 사이에 소속감과 친 감을 발생시키고, 학습동기를 

강하게 유발한다는 것을 밝 냈다. Stacey의 사회  실재감에 한 연구는 사회  실재감을 통

해 학습동기를 향상시킨다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 학업지속도 등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갖게 한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환경에서의 실재감과 련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교수실재감과 

감성  실재감이 학습효과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업지속도에 효과가 있는 가에 한 연구(강

명희, 김지심, 정지윤, 2008; 강명희 외, 2011; 이규하, 2010; 이 , 2010; 이은미, 2007), 사회  실

재감과 몰입과의 계에 한 연구(조은미, 2010; 양승빈, 2010), 그리고 사회  실재감과 학습효

과, 만족도 간의 계에 한 연구(강명희 외, 2010; 김수 , 김민정, 2006; 김정주, 임지연, 2010; 

조주연, 2011; 주 주 외, 2010) 등이 표 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체로 사이버 학이 

아닌 오 라인 학에서 개설한 이러닝이나 혹은 단기의 기업교육 이러닝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하 다. 한 사회  실재감에 특정해서 수업만족도  학습성취도와의 변인들 간의 

구조  계를 탐색한 연구도 거의 없다.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사회  실재감은 

사이버 학 교과목 교수설계에서 고려해야할 요한 요소 의 하나로서, 수업만족도와 학업성

취도를 측하는 요한 변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 학습자들의 사회  실재감에 을 두어 이 변인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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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에 어떤 구조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계의 특성을 규명하고

자 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 학 학습자들의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탈락 방지를 한 구체 인 교수 략을 제시하는데 사회  실재감 요소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대학의 학습자 및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2010년 재 사이버 학에 재학 인 학습자 102,190명 가운데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는 

90% 정도로 비 통  학습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이버 학에 등록한 

다수의 비 통  학습자들은 학업이 삶의 주요 과업인 통 인 학생들과는 달리 사회 으로 

다 의 역할을 맡으며 이러한 책무들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학습자들이다( 주성, 2010). 이

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의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상 으로 은 비용

으로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에서 매력 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물리 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

의 조직 인 교육을 포함하는 의미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직 인 이 가능한 통 인 

면 면 교육의 반 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김정주, 2009). 사이버 학의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거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사이버교육에 한 심이 높

고, 컴퓨터  인터넷 활용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

다(이지연, 2006; Baynton, 1992). 김경화(2001)는 한국방송 학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 특성이 수업 련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결과  학업지속 여부에 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고하 으며, 학습자 특성은 사이버 학의 고유한 수업방법 는 평가방식과 결합하여 

독특한 학습과정을 형성한다고 하 다. Martinez(2003)는 학습자가 교수나 강사와 직  면하

는 학습보다 온라인 교육에서 더 낮은 존재감을 보이며, 한 학습자의 동기와 학습만족도도 더 

낮게 나타나고, 궁극 으로는 학습자의 낮은 학습만족도가 온라인 교육에서의 도탈락 경향성

을 더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정인성 외(2000)는 평생교육을 한 웹기반 학습에서의 상호작용 효과에 한 연구에서 상호

작용이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주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학습자의 동  활동

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Ogata와 Yano(1998) 역시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하고, 상호 간 서로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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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다고 말한다(김민정, 2005 재인용). 권호천(2009)  강민석, 김진일, 

박인우(2009)의 연구는 기능  상호작용 기제인 질문답변 게시  혹은 토론게시  등에 참여한 

학습자가 상호작용 게시 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임을 확인하 다. 

손달호, 김 주(2008)의 연구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학습효과에 향을 미침

을 밝히고 있고, 한 주(2010)의 연구 역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  실재감, 무리행동이 

온라인 학습의 성과에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온라인상의 학습에

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학습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2. 사회적 실재감,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1) 사회  실재감

실재감(presence)은 일반 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being ther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

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통을 하고 있는 상의 존재에 해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Steuer, 1993). 한편, 사회  실재감에 해서는 Short 외(1976)가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인식하

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인 간 교류를 감지하는 정도’로 용어의 정의를 시도하 다(Tu & 

McIsaac, 2002 재인용). 이후 사회  실재감에 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면서 다양

한 정의가 제시되어 왔다. 사회  실재감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요소로 작용하여 강조되고 있다(Garrison et al., 2001). Walter(1992)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인 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Steuer(1992)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실재에 한 직 인 경험이나 어떤 장소 는 환경에서 존재함을 느끼는 정도라

고 정의한다.  Mason(1994)은 자신과 같이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에 함께 있다는 

느낌으로 정의하 다. 1996년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사회  실재감에 한 정의가 체로 온라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정도

(Gunawardena & Zittle, 1997; McIssac & Gunawardena, 1996)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황하성(2007)이 사회  실재감을 매개된 환경에서 상 방과 함께 있다는 느

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정주(2009)는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참여자들 간의 계에 한 특

정인식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근성과 유 감의 정도라고 하 다. 선행연구에서의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  실재감은 매체에 한 주  느낌보다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

(CMC) 환경에서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계의 개념이며, 단순히 같이 

있다는 느낌의 정도에서 발 하여 근성의 유 감 정도로 인식되어야 하고, 사이버교육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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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체  결속력과 련된 개념으로 보여 진다. 김정주(2009)는 사회  실재감에서의 특정인

식이란 다른 참여자들에 해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일컬으며, 이는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계  인식의 개념이고 참여자들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고 발 될 수 있는 

극 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  실재감은 사이버 교육환경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교류와 계인식을 통해 형성되고 발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  실

재감에 한 개념은 김정주(2009)의 정의를 따른다. 김정주(2009)는 사회  실재감의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사회  실재감의 구성요인을 범주별로 정서  유 감, 개방  커뮤니 이션, 

공동체감, 상호지원  집 의 4개 하 역으로 구성하 다.

2)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학습과정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학습자의 인식과 성취에 한 학습자의 

자각(Keller, 1983)이며, 교육 로그램에 한 학습자의 반응(reaction)으로 교육 로그램을 평가

하는 표 인 지표이다. 수업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며, 높은 학업성

취는 학습에 한 수행 개선을 통해 결과 으로 지속 인 학습성과 향상이라는 기 를 갖게 하

여 다(주 주 외, 2009). Merriam(2001)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만족할 때 학습내용을 자신

의 것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효과 인 학습이 일어나므로, 수업만족도는 지식 습득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주 주 외, 2010 재인용). 학습자의 수업만족도는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등의 충족에서 오는 총체  결과로서 학습자의 학습동기지속과 련되어 있는 

요소이며,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한 가장 보편  지표이다(하 자, 2010).

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경우의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가장 요한 학습결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실제  유효성을 검증해 주는 효과 인 단 기 이 된다(정재삼, 임규연, 

2000). 학업성취의 측정을 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활용되는데, 첫 번째는 학습자의 인지  

변화를 학 , 즉 실제 성 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성 에 의한 학업성취 측정은  

평가방법에 따라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단 이 있어 수행을 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기에

는 부 합하다(Rovai, 2002). 두 번째는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 지각된 성취를 자기보고식 설문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인 A사이버 학의 학습환경 특성을 고려

하여 학습자에 의해 인지된 학업성취도를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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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실재감,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1) 사회  실재감과 수업만족도와의 계

양승빈(2010), Hackman과 Walker(1990)는 인지된 사회  실재감은 학습자들의 학습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수업만족과 같은 학습결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Hostetter와 Busch(2006)는 동일한 과목을 온라인과 통  수업으로 각각 진행하여 사회  실

재감과 수업만족도와의 계를 탐색하 는데, 사회  실재감이 수업만족도에 상당한 정도의 설

명력이 있음을 밝히고 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상호작용의 증진을 통해 사회  실재감을 향상시키

기 한 교수 설계자의 역할을 강조하 다. 김정주, 임지연(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  실재감과 

수업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과는 반 로 

사회  실재감과 수업만족도 사이에 별 상 계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들(김은경, 2010; 주

주 외, 2010)도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유로 연구 상 사이버 학에서

의 학습자 간 활발하지 않은 상호작용(주 주 외, 2010), 혹은 학습자들의 사회  실재감에 한 

낮은 인식(김은경, 2010)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반 으로 사회  실

재감은 수업만족도를 측하는 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연구 상의 특성, 수업환경이 

가져오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성의 하는 사회  실재감이 수업만족도를 측하지 못하는 결과

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지속 으로 확 되어가고 있는 온라인 교육 장에서 학습

자 간 상호작용의 확 와 사회  실재감의 인식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2) 사회  실재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계

많은 연구들(Garrison & Arbaugh, 2007; Picciano, 2002; Richarson & Swan, 2003; Swan, 

2002; Swan & Shih, 2005)이 온라인 학습에서의 사회  실재감과 학습자들의 학업성취 ( 는 

인지된 학업성취) 사이에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강명희, 김민정(2006)

은 이러닝 진행  학습자가 인식하는 사회  실재감이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지속도와의 

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사회  실재감의 하  요인인 ‘의견교환의 활발성’이 학업성취도와 학업

만족도를 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김정주, 임지연(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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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계

이 (2010), Johnson, Hornik  Salas(2008) 등은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되는 온라인 교육환경

에서는 학습자가 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학습만족도를 통한 학습효과의 악이 보다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한다. 온라인 학습에서 도포기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강의만족

도를 확인한 Levy(2005)의 연구에서는 원격교육을 도포기한 학습자들이 강의에 한 만족도

가 낮음을 확인하 다.  강명희 외(2010)는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인식된 튜터의 역할, 사회  

실재감, 학습결과 간의 계를 규명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연구결과 토론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높은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원격교육기 에서 사회  실재감과 학습성과와의 

계를 분석한 김정주, 임지연(2010)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 간에 상당히 

높은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사이버 학 학습환경에 있어서 수업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 계에 있으며,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측하는 요한 

변인임을 말해 다.

4) 사회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와의 계

이러닝 환경의 학습자를 상으로 사회  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도 등

에 한 계를 탐구한 연구들(강명희, 김민정, 2006; 강명희, 김지심, 정지윤, 2010; 강명희 외, 

2009; 김민정, 2005; 김수 , 김민정, 2006; 남창우, 2009; 한 주, 2010; Shin, 2003)은 사회  실재

감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학습지속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와

는 반 의 연구결과도 있다. 사이버 학 학습자를 상으로 수행한 주 주 외(2010)의 연구에서

는 사회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이

의 원인으로 W사이버 학 연구 상의 경우 학습활동에 있어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요구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사회  실재감이 만족도에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단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반 으로 사회  실재감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며, 학습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낮은 연

구 상에서만 사회  실재감이 만족도와 성취도 등의 변인을 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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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자 157 65.9

남자 82 33.9

결측 사례 3 1.2

나이

20세 미만 1 0.4

20~29세 50 20.7

30~39세 100 41.3

40~49세 72 29.8

50세 이상 18 7.4

결측 사례 1 0.4

Ⅲ.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사이버 학 학습자의 사회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계

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구조방정식모델

을 설정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본 연구모델은 3개의 잠재변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

데 사회  실재감은 상호지원/집 , 정서  유 감, 공동체감, 개방  커뮤니 이션 등 4개의 

하 변인으로 구성되며,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는 단일 측정변인이다. 수업만족도  학업성

취도 변인은 Kline(2005)이 제안하는 바처럼 분산 에서 측정오차로 인해 나타나는 분산비율의 

추정치를 10%로 정하고 측정오차항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여 잠재변인으로 만들어 활용했다.

사회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상호지원/집중

정서적유대감

공동체감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그림 1] 기본 연구모델

이 연구의 상은 서울 소재 A사이버 학 재학생  평생교육사 취득 련 과목을 수강한 256

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등에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설문지  응답내용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242

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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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92 38.0

전문대 졸업 71 29.3

4년제 대학 중퇴 혹은 재학 31 1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46 19.0

결측 사례 2 0.8

직업

전일제 193 79.8

시간제(파트타임) 20 8.2

없음 25 10.3

결측 사례 4 1.7

변인 문항 Cronbach's α

사회적

실재감

상호지

원 및 

집중

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다.

.899

.951

나는 다른 참여자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른 참여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공부를 더 하도록 자극 받았다.

다른 참여자들은 의사결정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나는 의사결정시에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정서적 

유대감

나는 수업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845
나는 다른 참여자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나는 다른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나는 수업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느꼈다.

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이용한 연구도구는 김정주(2009)가 ‘원격고등교육에서의 사회  실재감 측정도

구 개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회  실재감  수업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도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 학습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학업성취 수 신에 그들이 인식하는 학업

성취도를 이용하 는데, 이는 연구 상들이 수강한 과목의 성격이 수업참여에의 성실성 정도만

을 평가하는 과목 특성에 기인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이용된 각 척도는 자기보고

식 설문형식으로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다(강한 부정 1 부터 강한 정 5  부여). 사회  

실재감의 하 변인, 그리고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변인의 문항  신뢰도(문항간내 일 성

지수, Cronbach's α)에 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  실재감 척도의 내 일 성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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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체감

나는 수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893
(물리적으로 같은 교실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가 참여하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 그룹의 일원이라고 느꼈다.

다른 참여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수업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개방적 

커뮤니

케이션

나는 다른 참여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878
나는 다른 참여자들이 어떻게 내 코멘트에 반응하는 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다른 참여자들이 내 관점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다른 참여자들과 의견이 서로 잘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업만족도

나는 이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909나는 이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수강하도록 권하고 싶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952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이 과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수업이 나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은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SPSS 18.0과 LISREL 8.8을 이용하여 상 계  구조회귀모델 분석을 수행하 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회귀모델 분석에 이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등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사회적

실재감

상호지원 및 집중 22.103 4.420 -.490(.156) .638(.312)

정서적유대감 11.450 3.481 -.055(.156) -.168(.312)

공동체감 14.281 3.236 -.568(.156) .794(.312)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13.409 3.234 -.280(.156) .031(.312)

수업만족도 12.727 2.083 -.718(.156) .468(.312)

학업성취도 16.719 2.510 -.633(.156) .7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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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변인들의 평균은 최소 11.450에서 최  22.103으로 나타났으

며, 표 편차는 최소 2.083에서 최  4.420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의 왜도는 최소 -.718에서 최  

-.055이고, 첨도는 최소 -.168에서 최  .794로 나타났다. 자료의 일변량 정규성과 이상치(outlier)

를 확인하기 해 DeCarlo의 매크로 테스트(macro test)를 이용했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치는 

값 2.0을 넘지 않았다. 자료 가운데 5개의 가장 큰 이상치는 사례 192, 234, 67, 71, 그리고 

188이며, 각각의 값은 43.58, 30.25, 24.96, 22.29, 그리고 20.20의 Mahalanobis Distance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2개 사례(192와 234)는 유의수  .01과 .05에서 유의미한 이상치로 

명되었다(Critical F(.05/n), df(6, 235)=25.10과 Critical F(.01/n), df(6, 235)=28.44). 하지만, 이 두 

사례들의 경우 코딩이나 마킹과정의 에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을 포함하여 수행한 

분석이 연구결과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아 분석과정에 이들을 포함하 다. 

다음의 <표 4>는 각 변인 간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

취도 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반 으로 .5 이상의 높은 상 이 존재한다. 한 사회  

실재감의 4개 하 변인 모두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다(p<.05).

<표 4> 변인 간 상 계

사회적 실재감

수업

만족도

학업

성취도상호지원 

및 집중

정서적

유대감
공동체감

개방적 

커뮤니케

이션

사회적

실재감

상호지원 및 집중 1

정서적유대감 .662 1

공동체감 .810 .658 1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717 .654 .668 1

수업만족도 .487 .339 .446 .467 1

인지된 학업성취 .519 .369 .457 .515 .835 1

2. 구조회귀모델의 분석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회귀모델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NNFI, CFI, IFI, RMSEA 등의 모델 합도 지수들을 종

합 으로 검토하여 구조회귀모델의 합도를 검증하 다. 이 모델의 합도 검증 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 결과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χ2를 제외한 NNFI, CFI, IFI 

지수들이 평가기  값보다 높고, RMSEA 값 역시 .077로 기 값 .08보다 작아 이 구조회귀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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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 구조회귀모델의 합도 검증 결과

구분 χ2(p) df NNFI CFI IFI
RMSEA

(90% CI for RMSEA)

구조회귀모델 19.42(.013) 8 .98 .99 .99
.077

(.033-.120)

평가기준 p>.05 - .95 .95 .95 .08이하

  CI =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다음의 <표 6>은 이 구조회귀모델의 비표 화, 표 화 경로계수  구조회귀모델의 변인들이 

내생변인을 설명해주는 설명량(R2)을 나타내고 있다. 한 표 화 경로계수로 구성한 구조회귀

모델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표 6> 구조회귀모델의 비표 화, 표 화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추정치(SE) 표준화 추정치 R2

구조요소

사회적 실재감 → 수업만족도 1.10(.13) .55** .31

사회적 실재감 → 학업성취도 .26(.12) .11*

.87
수업만족도 → 학업성취도 1.04(.06) .87**

측정요소

사회적 실재감 → 상호지원및집중 4.04(.22) .91** .83

사회적 실재감 → 정서적유대감 2.60(.20) .75** .56

사회적 실재감 → 공동체감 2.82(.17) .87** .76

사회적 실재감 → 개방적커뮤니케이션 2.58(.18) .80** .63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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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재감

수업

만족도

학업

성취도

상호지원/집중

정서적유대감

공동체감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17

.24

.44

.37

.10

.10

.95

.87

.11

.95

.55

.75

.87

.80

.91

[그림 2] 구조회귀모델

구조회귀모델에서 구조요소 부분의 경로계수들은 모두 정 으로 나타났다. 사회  실재감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컸으며(표 화 추정치=.55, t=8.48, p<.01), 수업만족도 역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향력이 컸다(표 화 추정치=.87, t=17.61, p<.01). 사회  실재감은 학업성취

도에 통계 으로는 유의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향력을 미치지 않았다(표 화 추정치=.11, 

t=2.25, p<.05). 구조회귀모델의 변인들이 내생변인을 설명해주는 설명량(R2)을 보면, 수업만족도

는 사회  실재감에 의해 31%가 설명되었으며, 학업성취도는 사회  실재감과 수업만족도에 의

해 87%가 설명되었다. 

다음의 <표 7>은 각 경로 간 직 효과와 간 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화 

추정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표 화 추정치와 일치한다. 사이버 학 학습자의 사회  실

재감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55 다. 사회  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력은 직 효과 .11과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 .48 등 총효과 .59로 확인되었다. 사

이버 학 학습자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력은 직 효과로서 .87이었다.

<표 7> 구조변인 간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표 화 추정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 실재감 → 수업만족도 .55 - .55

사회적 실재감 → 학업성취도 .11 .48 .59

수업만족도 → 학업성취도 .87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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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김정주, 임지연(2010)의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분 으로 확인된 사회  실재감과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 

사이버 학 학습환경에서의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와 련하여 사회  실재감의 요성에 

해 규명하고자 하 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학 학습자의 사회  실재감은 수업만족도에 정 인 방향으로 직 인 향을 

미쳤다. 사회  실재감은 수업만족도를 31%의 설명력으로 측하 는데, 이는 사회  실재감과 

수업( 는 학습)만족도와의 계에 해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김정주, 임지연, 2010; 한 주, 

2010; Gunawardena & Zittle, 1997; Hostetter & Busch, 2006; Richardson & Swan, 2003)의 결과

를 지지한다. 둘째, 사이버 학 학습자의 사회  실재감은 학업성취도에 정 인 직 효과  수

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역시 정 인 향을 미쳤다. 사회  실재감이 학업성취도

에 직  미치는 직 효과보다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가 더 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  실재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탐색한 선행연구(Garrison & Arbaugh, 2007, Picciano, 

2002; Richarson & Swan, 2003, Swan & Shih, 2005)의 결과를 지지하며, 한 이러닝에서 사회

 실재감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명희 외, 2010, 김

수 , 김민정, 2006, 김정주, 임지연, 2010, 이건창, 채성욱, 서 욱, 2009, 이주진, 2010, 조은미, 

2010, 한 주, 2010)의 결과와도 일 성이 있다. 셋째, 사이버 학 학습자의 수업만족도는 학업

성취도에 상당히 큰 정 인 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 두 변인간의 계를 

다룬 강명희 외(2010), 김정주, 임지연(2010) 등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주 주 외

(2010)가 수행한 사이버 학에서의 교수실재감, 인지  실재감, 사회  실재감과 학습성과와의 

구조  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사회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향 계가 없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실재감이 수업만족도에 상당한 정도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 주 외(2010)의 연구가 그 상으로 한 학습환경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경우는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상으로 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이버 학의 학습자들이 학습 에 인식하는 사회  실재감

은 그들의 성공 인 학습(수업만족  학업성취)에 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학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사회  실재감을 크게 느낄수록 자신들의 수업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고 한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은 

사이버 학 학습자들의 수업만족도  학업성취 향상을 하여 학습자들의 사회  실재감을 높

이기 한 실제 인 교수  설계 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이버 학의 교수설계자는 학습

자의 사회  실재감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상호작용  기제의 개발과 함께, 사회  실재감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329

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컨 , 강의내용 달 주의 수업이 

아니라 사이버 학 학습자들이 서로 극 으로 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습형태( , 

문제 심학습이나 력학습 등)로 수업을 설계하거나, 혹은 학습자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

능하도록 극 인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이버 학에서 사회  실재감의 

하  4개 요소인 상호지원  집 , 정서  유 감, 공동체감, 개방  커뮤니 이션 등을 교수설

계에 반 하여 사회  실재감을 높이는 것이 사이버 학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향상과 궁극 으로는 사이버 학 학습자의 도탈락율 감소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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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ng Social Presence,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Choi, BooKi*

Jun, Ju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presence,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erception of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256 learners of a 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who took part in a course in order to get a lifelong educator certificat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social presence of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erception. 

Second, the perceived social presence of learners has a large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perception via the course satisfaction.

Key words: Cyber University, Social Presence, Cours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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