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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대학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러닝 환경 하에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반으로  학습몰입과 학습실재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그리고 학업성취도 변인 간의 가설적인 연구모형을 구안

하고 모형 내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실재감은 학업성취도에 직접효과를 미치

는 동시에 학습몰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및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아울러 학습몰입은 매개효

과 작용을 통해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실재감이 이러닝 서비스나 학습내용 등 다른 어떤 요인들만큼 중요하며, 학생들은 

학습실재감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자기 규제적인 학습방식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

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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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10년간 고등교육 분야 이러닝에서 괄목할만한 점은 바로 사이버대학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대학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인 교육기반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자를 교육,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황성현,

2003).

최근까지 사이버대학 관련 선행연구는 사이버대학들이 이러닝의 특성과 장점을 배제하고, 접

근성 및 비용 효과성을 우선시한 콘텐츠를 양적으로만 확대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정영란,

2010; 임연욱, 2003; 최유정, 2002).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교육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의 면대면 수업 상황과는 달리 교수자

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학습자 개인의 학습 의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

자의 동기나 학습 진행 중에 경험하는 몰입, 혹은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실재감이 전제되지 않

을 경우, 학습 성과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주영주, 하영자, 유지원, 김은경, 201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이버대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대학의 학습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강민석, 김진일, 박인우, 2009).

사이버대학과 같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는 이러닝 환경에서 성공적인 학습 보장과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실재감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학

습자의 심층적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Shulman, 2002). 구체적으로 여러 학자들은 이

러닝 환경에서 학습에 몰두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습 성과를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학습실재감을 주목하고 있다(강명희 외, 2009a; 강명희 외, 2009b; 강명희 외, 2011; 고은현, 2006;

김지심, 강명희, 2010; 신나민, 2004; 신나민, 2005; 주영주, 김은경, 박수영, 2009; 주영주 외, 2010;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Richardson & Swan, 2003; Swan & Shih, 2005; Wu &

Hiltz, 2004). 또한, 다수의 연구들은 학습몰입 역시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를 포함하는 학습 

성과 변인과 관련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예, Carini, Kuh & Klein, 2006; Chen,

Gonyea & Kuh, 2008), 학습에 대한 성공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Handelsman, Briggs,

Sullivan & Towler, 2005)함을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이버대학의 내재적 문제점을 극복하

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개발(김지심․강명희, 2010) 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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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학습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Coates, 2006).

김지심과 강명희(2010)는 지금까지 이러닝 학습과정에서 학습실재감이 출현하는 지를 질적으

로 규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온 반면에 아직까지 이러닝 환경 하에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 관계

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실증연구는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기업 이러닝 수강자를 대상으로 학습실재감 중 인지적 실재감이 매개효과로서 학습만족

도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감성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강명희 외(2009a)는 15주 간 진행된 웹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습실재감이 학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업성취도 예측에는 유의미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대식 외(2011)는 오프라인 대학이 운영하는 원격교육 강의를 수강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실재감 및 학습몰입이 매개변인으로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

을 밝혔다. 강명희 외(2011)는 사이버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대상으로 학습실재감 중 인지적 실

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이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

을 보여 주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습실재감을 매개변인으로서 사용하여 학습성과 변인

으로써 학습만족도 또는 일정기간 학습 후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관계를 입증했다.

특히, 선행연구(계보경, 김영수, 2008; 김종화, 강효민, 2008; 엄명용 외, 2006; Novak &

Hoffman, 1996)는 웹 환경에서 이용자의 실재감 수준은 웹 환경에 깊이 몰입하도록 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몰입이 학습 성과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많은 선행연구(박성익․김연경, 2006; 고일상, 최수정, 정경호, 2006; 김미량,

2005; 장은정, 2002; 허균․나일주, 2003; Carini et al, 2006; Chen et al, 2008; Handelsman et al,

2005)가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맥락으로 보면, 이러닝 상황에서 학습실재감

과 학습몰입이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최근까

지 이러닝이 이루어지는 사이버대학을 배경으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인 학업성취도(학생의 평점평균)에 미친 영향을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실재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것의 증진은 직접적으로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학습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학습몰입을 

촉진시켜 이를 통해 결국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계모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이라는 개별변인 효과와 더불어 두 변인 상호관계에 의한 매개 효과를 동시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하위 학습실재감(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보다 개관적인 학업성취도 변인으로서 사이

버대학생의 평량평점(Grade Point Average: GPA)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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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인지적실재감, 사회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과 학습몰입 및 학업성

취도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는 사이버대학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과정 설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실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러닝에서 학습실재감

실재감(presence)이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the sense of being there)’을 의미한다(김지

심, 강명희, 2010; Heeter, 1992; Steuer, 1993).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재감은 이를 인식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지각이 강조된 개념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실재감은 매체의 속성을 넘어서 주체

의 경험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정의된 까닭에 이 개념을 그대

로 이러닝에 적용한 연구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이라는 이러닝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

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신나민, 2005; Haung & Alessi, 1999).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이러닝 

학습자들의 고유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재감의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실재감

이 기존의 학습관련 요인들과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학습 과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것이

다(Wang & Kang, 2006).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는 실재감을 바탕으로 유

의미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재감을 지각하는 순간, 주체는 온전히 학습 상황에 존재하여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에서의 실재감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으로는 비동시적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Computer-Method Communication: CMC) 환경에서의 실재감을 연구한 Garrison, Anderson

과 Archer(2000)의 탐구공동체 모형과 이를 토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협력학습과 실재감을 연

구한 Wang과 Kang(2006)의 사이버고지 모형이 있다. 탐구공동체 모형은 사회적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교수실재감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핵심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탐구공동체 모형을 토대로 Wang

과 Kang(2006)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협력학습과 실재감을 연구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학습실재감을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요인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하위 요인 

별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이러닝 환경에서 몰입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사이버고지 모델을 제안하

였다. 강명희 외(2009)에 의하면, 학습실재감은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인식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인지적실재감에, 구성원 서로에 대한 관심을 바탕

으로 하나의 집단과 같은 응집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사회적실재감에, 과제를 해결할 때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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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는 능력은 감성적실재감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학습실재감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실재감

(cognitive presence)은 학습상황과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의 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요소로서(주영주 외, 2009),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강명희, 김지심, 정지윤, 2008). 또한 인지적실재감은 해당 

학습의 과정 중에 형성되고 강화되는 구인으로서 학습자가 해당 학습을 진행하면서 인지적 과

정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강명희 외, 2007). 특히 개별학습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러닝은 

인지적실재감에 기반한 내적 경험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인지적실재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주영주 외, 2009). 또한 이러닝 환경이 발전함에 따

라 인지적실재감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학습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생성 및 강화할 수 있

을 것인지와, 인지적실재감이 학습과정과 학습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강명희 외, 2008).

둘째, 사회적실재감(social presence)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

정을 의미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도와 친밀감을 통한 인간 유대관계의 

확인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Kettinger & Grover, 1997). Shin(2002)은 사회적실재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Biocca, Harms & Gregg, 2001; Rourke, Anderson, Garrison & Archer, 2001;

Garrison et al., 2000; Gunawardena, 1997)의 개념화를 정리하여 “누군가와 교류하고 있다고 느

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 외에도 Garrison 외(2000)는 사회적실재감이 온라인 

탐구 커뮤니티의 핵심적 요소라고 언급하였으며, Gunawardena와 Zittle(1997)는 전통적인 학습 

환경과 기술기반의 사이버 학습 환경 모두에서 사회적실재감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감성적실재감(emotional presence)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감성적 영역

에서의 현민함을 의미한다. 즉, 감성적실재감은 학습자 자신과 학습자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당사자 간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하고, 주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강명희, 2005). 또한 학습자의 긍정적 감성의 경험은 일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며, 긍정적인 감성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

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김은주, 박해정, 김주환, 2010). 즉, 효과적인 학습은 감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긍정적 감

성과 동기 및 학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감성은 인지적 

측면에 비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긍정적 감성의 경험은 일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기에 최근 학습실재감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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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습실재감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두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습실재감에 주목하고 있다(강명희 외, 2009a; 강명

희 외, 2009b; 강명희 외, 2011; 고은현, 2006; 김지심, 강명희, 2010; 신나민, 2004; 신나민, 2005;

주영주, 김은경, 박수영, 2009; 주영주 외, 2010;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Richardson

& Swan, 2003; Swan & Shih, 2005; Wu & Hiltz, 2004). 특히, 이러닝 환경에서는 교수자와 학습

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학습자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학

습실재감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지심, 강명희, 2010).

2. 학습몰입의 중요성

학습몰입이란 자신의 학습 과정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몰입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산만하고 맥락성 없는 교과과정에 시간을 허비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부각된 연구 주제이다(Marks, 2000; Mosholder, 2007). 몰입이란 용어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학습몰입에 대한 관점은 계속 변화해 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행동적 측면

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학습이나 과제에 실제 관여하는 시간으로 몰입을 정의하였다(Astin,

1993). 그러나 최근 정의에 의하면, 몰입이란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학습자가 쏟는 

노력의 질(quality of effort)로 정의되고(Coates, 2006; Hu & Kuh, 2002),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습자의 집중, 흥미 및 노력 등의 강도를 의미한다(Marks, 2000).

몰입 상태에서는 개인의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학습자

가 학습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여 즐거움과 창조성을 경험하는 순간에 관찰된다. 학습몰입 상태

에 있을 때 학습자는 자신의 모든 의식과 신체의 각 기관은 하나의 학습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몰입활동을 통해서 즐거움과 자기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박성익, 김연경, 2006).

보다 구체적으로 Csikszentmihalyi(1990)는 아래 <표 1>와 같이 몰입경험을 9가지 차원으로 규

명하여 제시하였다. 그 가 제시한 몰입의 9가지 차원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으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순서를 지니며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이며, 각각의 국면은 선행, 후행 요인으로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Chen, Wigand, & Nar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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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몰입의 9가지 차원

차원 정의

도전감과 기술의 균형

(challenge-skill balance)

상황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에 적절한 개인

의 능력 사이의 균혀을 지각함을 의미함

행동과 의식의 일치

(action-awareness merging)

의식과 행위가 통합되어 활동이 자발적, 자동적으로 이루

어짐을 의미함

명확한 목표

(clear goal)

사전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 피드백

(unambiguous feedback)

수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의미

하며, 향후 지속적인 행동과 연관됨

과제에 대한 집중

(concentration on task at hand)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행 중인 과제에 전적으로 

집중함을 의미함

통제감각

(sense of control)

실질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수행자가 통제

감각을 가지게 됨을 의미함

자의식의 상실

(loss of self-consciousness)

수행 중인 활동에 몰두하여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짐

을 의미함

시간감각의 왜곡

(transformation of time)

시간에 대한 인식이 평상시와 다르거나 시간에 대한 지

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자기목적적인 경험

(autotelic experience)
즐거운 감정이 내포된 내적으로 보상된 경험을 의미함

학습몰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학습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변

인이자 동기와 학습 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필수적인 변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연

구를 통해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Carini et al., 2006; Chen et al., 2008; Kuh, 2003), 지각된 학습

(Astin, 1993; Carini et al., 2006; Chen et al., 2008), 심층적 학습(Schreiner & Louis, 2006)과 학

습만족도(Chen et al., 2008)와 같은 학습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쏟는 집중, 흥미, 노력의 강도를 나타

내며(Marks, 2000), 이는 학습자의 동기가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Skinner &

Belmont, 1993). 따라서 몰입은 학습자의 동기와 학습 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대변하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Csikszentmihalyi(1990)가 

제시한 학습몰입의 9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학습몰입을 측정하여 학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에 있

어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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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과 학습성과

이러닝의 확산과 그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러닝의 성과가 효과적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류지

헌, 김민정, 고기정, 2005)한 것 이므로, 이러닝의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문제 역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김나영, 2009). 학습 성과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한 

결과로서 변화 및 발달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닝에서 학업성취도는 학습자들이 이러닝을 

통해 도달한 최종적 성취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이인숙, 2002; 정재삼, 임규연, 2000).

이러닝에서의 학습 성과는 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강명희 외, 2011; Shin & Chan, 2004).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닝에서 학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지표는 학업성취도라고 주장한다(박

성익, 김연경, 2006; 박혜정, 2007; 유평준, 2003; Liaw, 2008). 개념적으로 학업성취도는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와 발달 수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결과를 알려주는 중요한 학

습 성과지표 중 하나이다(유평준, 2003; Kirkpatrick, 1994; Willging & Johnson, 2004; Phillips,

1991). 이러닝에서 학업성취도의 경우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성적이나 퀴

즈 점수(김종숙, 2007; 손기영․김성국, 2006; Johnson, Hornik & Salas, 2008; Maki & Maki, 2003)

로 산출되거나, 과제물이나 리포트 성적(박성익․김연경, 2006; Yukselturk & Bulut, 2007)을 포함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닝의 수업운영 특성에 따른 활동들, 즉 토론방에 올린 게시물의 양(정

재삼․임규연, 2000)이나 팀프로젝트 활동(이인숙, 2002) 등도 학업성취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음으로 이러닝에서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학습만족도가 사용된다. 만족도는 학습의 

‘즉각적인 결과(Astin, 1993)’로서 성취도와 함께 이러닝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유평준, 2003; Johnson et al., 2008; Willging & Johnson, 2004). 학습에서의 만족도

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수강한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정의한다(Shin & Chan, 2004). 학습자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에 만족할 때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되므로 학습만족도는 지식 습득에

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Merriam & Merriam, 2001).

또한 최근에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성과 지표로써 학습지속의향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지속의향은 학업성취도나 학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학습 성

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한다(김주헌․김윤정, 2004; Garrison &

Anderson, 2003; Martinez, 2003).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지속의향이란 현재 진행 중인 학습을 

지속하여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향후에도 이러닝을 통해 학습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Kember, 2005; Shin, 2003).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4년제 정규 대학과정에 속한 사이버대학생이기 때문에 학습성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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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중, 학업성취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도 변

인은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 볼 수 있는 사이버대학생의 평량평점(Grade Point Average: GPA)으

로 측정하여 분석한다.

4.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성과 간의 관계

학습실재감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측정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최근 학습실재감의 중요

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학습실재감이 학습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닝 환경에서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실재감이 학습

성과를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은현, 2006; 김지심, 강명

희, 2010; 신나민, 2004; 신나민, 2005; 주영주, 하영자, 유지원, 김은경, 2010; Garrison et al., 2000;

Richardson & Swan, 2003; Swan & Shih, 2005; Wu & Hiltz, 2004).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선행 

연구는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지적실재감(강명희, 2005; 강명희 외, 2011; 김지

심, 강명희, 2010; 배경석, 김봉환, 2004; Kang 외, 2008)과, 감성적실재감(강명희, 2005; 강명희 

외, 2011; 김지심, 강명희, 2010; Kang, Kim & Park, 2008), 그리고 사회적실재감(강명희, 김민정,

2006; 김은주, 정선영, 2008; 김수현, 김민정, 2006; Picciano, 2002; Swan & Shih, 2005)이 각각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한편, 학습실재감은 학습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

자의 학습몰입 정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선행연구(계보경,

김영수, 2008; 김종화, 강효민, 2008; 엄명용 외, 2006; Novak & Hoffman, 1996)는 웹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실재감 수준은 웹 환경에서 깊이 몰입하도록 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강대식 외(2011)는 대학 원격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실재감이 학습몰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몰입의 경우 적극적이고 탐색적인 학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촉발시켜 주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박성익, 김연경, 2006; Harju & Eppler, 1997). 학

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이에 따라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감과 성취감이라는 성과를 얻게 된다(박성익․김연경, 2006).

동일한 맥락에서 Webster와 Hackley(1997)는 성공적인 학습은 학습자의 몰입을 통해 가능하다

고 하면서 교육에 있어서의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이 요구되는 이

러닝 환경에서의 몰입은 학습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학습목표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요인으로 작용한다(박성익, 김연경, 2006). 실제적으로 이러닝 환경에

서 학습몰입이 학습 성과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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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대상

활용된 변인 및 성격

연구결과학습실재감: 

인직적/사회적/

감성적실재감

학습몰입

학습성과: 

학업만족도/참여

도/학업성취도/

학습지속의향

강대식 

외 

(2011)

대학 원격강의 

수강 학생

매개변인으로 

학습실재감

(※독립변인으

로 정의적 

특성)

매개변인으로 

학습몰입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만족도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이 

정의적 특성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

강명희

(2005)

기업 

이러닝과정의 

학습자

독립변인으로 

인지적/감성적

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만족도

인지적/감성적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강명희 

외 

(2009)

웹기반 

프로젝트학습

의 참여 

대학생

독립변인으로

인지적/사회적/

감성적 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습실재감이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

학습실재감은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함

학습실재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실재감만이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 

강명희 

외

(2011)

사이버대학생

매개변인으로 

인지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

(※독립변인으

로 교수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지속의향

인지적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

감성적실재감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인되고 있다(박성익․김연경, 2006; 고일상, 최수정, 정경호, 2006; 김미량, 2005; 장은정, 2002; 허

균․나일주, 2003; Carini et al, 2006; Chen et al, 2008; Handelsman et al, 2005).

최근까지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그리고 학습성과

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실재감은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과정변인으로서 학습몰입이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실재감의 증진은 직접적으로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학습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학습몰입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결국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을 독립변

인(투입요인)으로,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인 결과요인으로 하는 구조

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표 2〉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성과 관련 관계분석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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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매개효과

교수실재감, 인지적실재감과 

감성적실재감은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학습지속의향에 간접효과

주영주

외 

(2010)

사이버대학의 

학생 

독립변인으로

교수실재감, 

인지적실재감, 

사회적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수실재감과 

인지적실재감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인지적실재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

박성익․
김연경

(2006)

온라인 학습 

수강중인 

대학생

독립변인으로서

학습몰입

종속변인으로서

학업성취도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

문영주․ 
이종호

(2008)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한 성인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몰입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몰입에

정적 효과

조은미․
한안나

(2010)

사이버대학에 

개설된 특정 

강좌(인적자원

개발론)를 

수강한 학생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실재감

매개변인으로서

학습몰입,

종속변인으로서

학습성취도/만족

도/참여도

사회적실재감이 학습몰입을 

유의미하게 예측

사회적실재감은 학습성취도, 

참여도,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 

사회적실재감이 학습몰입을 

높여주어 간접적으로 

학습효과에 영향(매개효과)

김지심․
강명희

(2010)

기업 이러닝 

과정 학습자

매개변인으로 

인지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

(※독립변인으

로 교수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인지적실재감이 

교수실재감의 

매개변인으로서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미한 

영향

감성적실재감은 

교수실재감의 

매개변인으로서 만족도와 

에만 유의미한 영향

신나민

(2005)

사이버강좌 

수강생 

독립변인으로

원격현존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습활동 

참여수준/학습만

족도

원격현존감이 참여수준/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강명희 

외 

(2011)

사이버대학의 

학생

매개변인으로 

인지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

(※독립변인으

로 교수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업성취도/학업

만족도/학습지속

의향

교수실재감은 

인지적실재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간접효과 

교수실재감은 

감성적실재감을 매개로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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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상 

외

(2006)

원격교육 

학습자

매개변인으로서

학습몰입

종속변인으로서

학습효과

학습몰입은 강의요인, 

체제요인, 및 상호작용 

요인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 

학습효과에 정적 효과

김미량

(2005)

이러닝 

대학원과정에 

참여한 

대학원학생

독립변인으로서

학습몰입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만족도

학습몰입이 학습만족도에  

정적 효과

허균․
나일주

(2003)

사이버대학 

수업 참여 

학생

종속변인으로서

학습몰입

학습몰입에 학습자 특성, 

학습내용, 웹다자인, 

상호작용 및 네비게이션이 

정적효과 

이우미

(2004)

이러닝 과정 

학습자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실재감

종속변인으로서

학업성취도

사회적 실재감은 

학업성취도에

정적 효과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사이버대학교(K 사이버대학교, H사이버

대학교, S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학과 4학년 재학생이었다. 각 대학 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생 수의 경우 K사이버대학교는 303명, H사이버대학교는 312명, S사이버대학교

는 289명으로서 총 904명이었다. 웹을 통해 배포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는 311명(K사이버

대학교 106명, H 사이버대학교 104명, S사이버대학교 101명)으로서 34.4% 회수율을 나타냈다.

이 중 설문조사 문항을 완성하지 못한 4명의 질문지는 제외하였고, 실제 307명(K사이버대학교 

106명, H 사이버대학교102명, S사이버대학교 9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자료가 분석대상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학생이 소속된 사회복지학과는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

학과이며, 매 학기 입시에서 가장 많은 정원수를 모집하고, 동시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학과이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학생 중 4학년 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업성취 지수인 누적 평점평균의 타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평점평균으로서 

학업성취도는 어떤 특정 학년의 것 보다는 학기가 누적하여 계산된 전체 평량평점을 사용할 때 

학업성취도로서 그 타당도가 보다 높다. 전체 307명의 연구대상 중, 남자가 109명(35.5%), 여자

는 198명(64.5%)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5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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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92명(30%), 40대 57명(18.6%), 50대 39명(12.7%), 60대 이상 14명(4.6%) 이었다. 또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42명(78.8%)이었고, 65명(21.2%)은 미고용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변인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검증된 기존 설문조

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우선, 학습실재감 측정 도구는 Kang 외(2008)에 의해 제작된 질문지로서 

전체 34개 문항과 각 문항은 6점 척도(➀전혀 그렇지 않다, ➁그렇지 않다, ➂약간 그렇지 않다,

➃약간 그렇다, ➄그렇다, ➅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질문지는 3개의 하위 실재감,

즉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 하위 실재감 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6, .89, .81로 보고 되었다. 이들 3개의 실재감을 측정하는 질문지

는 일반 이러닝 과정에서의 학습실재감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사용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사

이버대학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실재감에 적합하도록 문항 내용을 간명하게 수

정하였다. 수정된 설문조사 문항은  교육공학 교수 1인과 교육공학 박사 1인, 그리고 사이버대학 

이러닝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가 1인에게 검토를 거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의 경우 인지적실재감 .95, 사회적실재감 .91, 감성적실

재감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이버대학생의 학습몰입 수준 측정은 석임복․강이철(2007)이 Csikszentmihalyi

(1990)의 몰입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 측정도구는 몰입의 9개 

차원(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위와 인식의 통합, 명확한 목표, 즉각적 피드백, 당면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시간감각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에서 총 17개 문항과 각 문항은 6점 

척도(➀전혀 그렇지 않다, ➁그렇지 않다, ➂약간 그렇지 않다, ➃약간 그렇다, ➄그렇다, ➅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질문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업성취도는 

두 독립변인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행 시 참여 대상 학생의 인구학적 하위 변인에 평점평균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을 선정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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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적인 구조모형을 도출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기존의 측정도구

들을 교육공학과 교수와 교육공학 박사를 포함한 총 3명의 이러닝 전문가에게 안면 타당도 과정

을 거친 후 연구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웹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주간 웹상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 기간 동안 사회복지학과 공지사항

과 개인 이메일, 그리고 SMS 연락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사이버대학 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실재감 및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

(평점평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학습실재감의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학습자의 몰입 정도를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전체 변인들 간에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습실재감을 구성

하는 3가지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러닝 상황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

감을 분명히 구별되게 분류할 수 있다는 탐구공동체 모형(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을 준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 모형

Ⅳ. 연구결과

1.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학습실재감에 대한 인식 및 학습몰입 정도와 평량평점의 기

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습실재감은 평균 4.58, 학습몰입은 4.69로서 두 변인 모두 평균 

4.5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인식정도를 보여 주었다. 학업성취도 지수로서 평량평점의 경우, 4.5만

점 기준으로 평균 3.32점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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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307)

구분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학습실재감

인지적실재감 4.472 .887

사회적실재감 4.621 .799

감성적실재감 4.650 .763

합계 4.581 .816

학습몰입 4.696 .764

학업성취도(/4.50만점) 3.32 .754

2.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1) 상관관계 분석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실재감, 학습몰

입, 학업성취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이버대학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실재감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학습에의 몰입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표 4> 가설적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지적실재감 사회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 학습몰입

사회적실재감 .712*

감성적실재감 .836* .829*

학습몰입 .841* .795* .890*

학업성취도 .736* .753* .779* .738*

* p < .01

2)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하였다. 구조적 관계모형의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에는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성태제(200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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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를 선택할 때에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

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Tucker-Lewis Coefficient),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고, 나아가 NFI(Normed Fit Index) 값도 확인하였다.

통상 연구모형 판정기준으로 우선  지수의 경우 자유도 대비 비율이 2:1 이하이면 최고이

고, 2:1에서 5:1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 모델 적합도이며, 5:1보다 크면 결점이 있는 모델 판정기준

(Gable & Wolf, 1993)을 고려한다. RMSEA 값의 경우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05에서 

0.08사이이면 적절한 적합도이며, 0.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Vandenberg & Lance, 2000)

라는 해석기준을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Hu와 Bentler(1998)는 RMSEA의 경우 0.08 또는 그 

이하를 적합도 지수라고 제안한다. TLI와 CFI는 그 값이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며, 그 값이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8, 1999). NFI의 경우 

default model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도 0.9이상 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그 모

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

우선, 학습실재감에 속한 3개의 하위변인인 인지적실재감, 사회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 요인

을 개별적 독립변인으로 모두 포함시킨 당초 연구 가설모형을 검증하고자 공분산구조분석을 실

시하였다. 적합도 검정 결과, 다음의 <표 5>에서와 같이 모형 적합도 지수가 나쁘게 산출되었다.

<표 5>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적합도 지수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324.127

(df=27)
.781 -.273 .789 .260

이에 따라 수정된 대안모형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감성적 실재감 변인을 삭제한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대안모형 설정은 이론적으로 탐구공동체 모형(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이 학습실재감을 세 가지 개별적 실재감으로 각각 구별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실제 일부 선행연구에서 학습실재감 중 사회적실재감 

만을 개별적 변인으로 설정하여 사용(문영주․ 이종호, 2008; 박성익․김연경, 2006; 이우미, 2004;조

은미․한안나, 2010) 하거나, 인지적실재감 및 감성적실재감 만을 분류하여 분석한 사례(강명희 

외, 2011)도 있다는 점에서 수정 모형을 수립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6>와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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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적합도 지수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217.452

(df=51)
.986 .985 .986 .083

 대비 자유도 비율은 4.264으로서 Gable과 Wolf(1993)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괜찮은 적합

도 지수로 판명된다. 또한 NFI와 TLI 그리고 CFI가 각각 0.95 이상의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

고 있다. 반면에 RMSEA는 .083으로 보통 이하의 적합도를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수 

판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 검증된 수정된 연구 모형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적합도

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로서 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는 아래

〈표 7〉와 같이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수정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모수 추정치)를 제시한 경로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표 7> 수정된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추정치
표준오차.

비표준화 표준화

인지적실재감 ---> 학습몰입 .538* .673* .026

사회적실재감 ---> 학습몰입 .376* .483* .025

사회적실재감 ---> 학업성취도 .347* .383* .037

인지적실재감 ---> 학업성취도 .286* .387* .045

학습몰입 ---> 학업성취도 .118* .127* .065

* p < .01

[그림 2] 수정된 연구모형에 따른 경로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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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수정된 연구모형에 따른 인지적 실재감과 학업성취도 간에 있어 학습몰입이 지닌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8>에서와 같이 인지적실재감은 학습몰입에 .673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도 .387의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127의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실재감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8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지적실재감의 간접효

과는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 적었고, 인지적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

치는 직접효과 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인지적실재감에 대해 부분 매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인지적실재감에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효과

인지적실재감
학습몰입 .673 .000 .673

학업 성취도 .387 .186 .573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127 .000 .127

또한 사회적실재감과 학업성취도 간에 있어 학습몰입이 지닌 매개효과 분석의 경우  아래 

<표 9>에서와 같이 사회적실재감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61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실재감의 간접효과는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사회적실재감에 대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사회적실재감에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사회적실재감
학습몰입 .483 .000 .483

학업 성취도 .383 .161 .544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127 .00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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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을 독립변인(투입요인)으로,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가 사이버대학의 교육실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우선,

사이버대학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인 효과를 가

진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실재감을 가지는 정도, 즉 수업과제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거나, 동료 학습자와 소통 관계,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태도 등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학

습 과정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습몰입은 학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사

이버대학의 학습환경에서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몰입

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자들의 학

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이 고안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하여 학습자

들의 사회적 실재감을 제고시키는 이 러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사이버대학교 환경에서 학습자의 사회적실재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

다는 점은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거나 이러닝 관련 이론적 맥락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실재감과 학업 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강명희 외,

2009a; 강명희 외, 2009b; 고은현, 2006; 김지심, 2009; 김지심․강명희, 2010; 신나민, 2004; 신나민,

2005; 주영주 외, 2009; 주영주 외, 2010)는 학습실재감의 하위 변인 중 사회적실재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 그 주요한 이유는 과거 이러닝 환경의 경우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해야 하는 개별학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사회적실재감

이 학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관계에 대한 특정 인식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실제적 접근성 및 유대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 과정에 몰입하게 되고,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

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나타낸 주요 이유를 유추해보면 첫째, 연구대상이 사이

버대학의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공특성 상 전공필수과목으로서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 사실이다. 즉, 현상실습과목 이수를 위해 학생들은 방학 중 8회~10회에 거친 오프라

인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와 실습일지 작성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 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사이버대학 교수자들 역시 학습자들의 다양한 

지식 습득을 위해 오프라인 특강 및 세미나, 엠티 등의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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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둘째, 최근 사이버대학의 교육 환경적 요인으로서 실시간 화상세미나 시스템을 구축하

고 실제 토론 수업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대학들은 특정 차시의 단순 

이러닝 수업을 화상세미나시스템을 활용하여 토론식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비실시간 토론방을 

운영하여 토론수업을 진행한 후 이를 학업성취도에 반영시키고 있다. 셋째, 소셜네트워크(SNS)

의 발달로 소셜 러닝 및 SNS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최근 사이버대학의 이러닝 환경적 맥락

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이버대학의 교수자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수

업 과정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K 사이버대학의 경우, 개

별 교수자들의 연구모임을 통해 SNS를 활용한 소셜 러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근래의 사이버대학 환경은 이러닝 과정을 단순 개별학습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학습과 협

업학습까지도 확장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환경적 변화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학생의 사회적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됨을 실증적으

로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 최근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학습실재감, 특히 

세 가지 하위 학습실재감을 개별 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인지적실재감과 사회적실

재감이 학습몰입을 높이고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관계적 사실 규명은 사이버대학이 소속 학생들의 학습에 대에 대한 질적 제고를 도모하

기 위해 사회적 실재감을 비롯하여 학습몰입 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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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at the Cyber Universities
1)

Kim, U-Jin*

Park, Joo-Ho**

Since learning and teaching occur in on-line environment, the students at the Cyber

Universities need to have more learning presence(cognitive presence, social presence and

emotional presence) and learning flow based on a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this ve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variables; i) learning

presence(cognitive presence, social presence and emotional presence) ii) learning flow, and iii)

academic achievement. More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d how perceived learning presence

of student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ir learning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flow. Using

the path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presence has a direct effect

on each of the learning flow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learning flow also has

a direct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Further, it was showed that the learning flow

mediates between the learning presence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faculty members at the cyber universities keep in mind that the learning

presence is no less important than any factors including the contents of e-learning or the services

thereof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e-learning in cyber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students

in cyber universities should also make an effort to find the ways for effective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light of their level of learning presence.

Key words: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cademic achievement, cyber university,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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