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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격강의를 수강함에 있어 직장에 다니는 학생
과 일반학생은 여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강의 수강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강에 대한 충실성 인식
차이, 수강시간에 대한 차이,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
증 결과는 직장인은 자신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비직장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도로 갖고 있으나 실제 수강시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에서도 통계
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am Sang-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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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usually perceived that there is condi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working students and
the non-working students in distance learning.
In this paper, we surveyed attendances in
distance learning courses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faithfulness, studying time,
completion of contents looking. The results are
analysed and reported.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원격교육

I. 서 론
원격교육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육을 추구하는
일반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일반대학생들까지도 학업과 시간활용에 있어
자유로운 설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교육
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한국방송통신
대학이 방송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구현했던 근대
적 원격교육체제에서 최근 들어 초고속 인터넷 통신
망의 훌륭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습관리시스템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2]. 이러한 학습관리시
스템은 가상교실(virtual classroom)과 가상대학행
정을 이룩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의 디지털
화 뿐 아니라 토론, 시험, 상담, 공고, 수강신청, 성적
열람, 도서열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사 운영을 수행
하며[3], 이를 통하여 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탈피하고[4] 교육 대상의 범주(scope)를 대학 내에서,
사회, 국가, 궁극적으로 범국제적(global)으로 확대
[5]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격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주제는 정보시스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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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대부

자료분석은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

분이고[6][7]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인터넷상의 원격

하기 위하여 범주형 5점 척도상의 점수를 토대로

강의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나[8][9] 원격강의의 문제

SAS 8.2 프로그램을 통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

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0]. 반면 인터넷상의

하여 P value를 측정하였다.

원격강의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에 대한 조사
나 연구[11] 등의 원격교육에 있어서의 수강생들의

2. 연구가설의 설정

인식이나 상황별 비교분석 등과 같은 연구는 미진한

2.1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

편이다.

직장인은 비직장인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여건이 취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원격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약하여 수업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못한다는 자격지

대상으로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상황 차이로 인한 원

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 연구가

격교육에 대한 참여도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은 직장인과 비직장인 간에 수업 충실성에 대한 본
인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II. 본 론
1.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2004년도 1학기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서 개설한 정보통신사이버대학(www.ituniv.or.kr)
에서 개설한 원격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h2.1)
h0 귀무가설 :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다.
h1 대립가설 :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학기말에 인터넷설문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2.2 강의 참여 시간
직장인은 비직장인 학생들에 비해 강의 참여 시간

1.1 표본의 선정

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두 번째 연

정보통신사이버대학의 2004학년도 1학기 수강생

구가설은 직장인과 비직장인 간의 강의 참여 시간 차

전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여 그중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93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 중에서 직장인
은 376명으로 40.3%이었고 비직장인은 556명으로

(h2.2)

59.7%이었다.

h0 귀무가설 :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강의 참여 시
간은 차이가 없다.

1.2 설문의 구성
설문지는 인구 통계적 질문과 함께 원격강의 참여

h1 대립가설 :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강의 참여 시
간은 차이가 있다.

도에 관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을 하
는 경우를 제외한 평가 항목들은 범주형 5점 척도로

2.3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

측정하였다.

직장인은 비직장인 학생들에 비해 콘텐츠 수강을
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 번째 연구가설은 직장

1.3 자료분석방법

인과 비직장인 간의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Session I-A : e-Learning콘텐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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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장인의 경우는 평균이 2.66이며 직장인은 2.61의
(h2.3)

평균을 보여 비직장인이 평균적으로 다소 강의참여

h0 귀무가설 :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콘텐츠 수강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완료 여부의 차이가 없다.

P value는 0.33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h1 대립가설 :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콘텐츠 수강

지 않는다. 따라서 (h2.2)의 귀무가설인 "직장인과 비
직장인의 강의 참여 시간은 차이가 없다."가 성립되

완료 여부의 차이가 있다.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연구 결과
[표 2] 강의 참여 시간에 대한 통계 분석

3.1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

비직장인 평균

2.66
2.61

응답점수 1, "그런 편이다"고 하는 응답점수 2, "보통

직장인 평균
비직장인 표준편차

0.94

이다"라는 응답점수 3, "별로 그렇지 않다"는 점수 4,

직장인 표준편차

0.94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수 5점의 응답 항목 하에서

P value

0.3302

수업 충실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하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직장인의 경우는 평균이
1.99이며 직장인은 2.22의 평균을 보여 비직장인이

3.3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

더 충실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카이스퀘어 테

"콘텐츠를 끝까지 수강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매

스트 결과 P value는 0.00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 그렇다"고 하는 응답점수 1, "그런 편이다"고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h2.1)의 귀무가설인 "직

응답점수 2, "별차이 없다"라는 응답점수 3, "별로 그

장인과 비직장인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

렇지 않다"는 점수 4,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수 5점

가 없다."는 기각되고 대립가설인 "직장인과 비직장

의 응답 항목 하에서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비직장인

인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가 성

의 경우는 평균이 3.88이며 직장인은 3.92의 평균을

립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여 직장인이 콘텐츠를 좀더 끝까지 수강했었다는
결과를 보이며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P value는

[표 1] 수업 충실성에 대한 인식의 통계 분석
비직장인 평균

1.99

직장인 평균

2.22

비직장인 표준편차

0.87

직장인 표준편차

0.95

P value

0.0076

0.78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h2.3)의 귀무가설인 ”직장인과 비직장
인의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의 차이가 없다.“가 성립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 콘텐츠 수강 완료 여부에 대한 통계 분석

3.2 강의 참여 시간
일주일에 강의를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1
시간 이내"라고 하는 응답점수 1, "1시간-2시간"이라
고 하는 응답점수 2, "2시간-3시간"이라는 응답점수
3, "3시간-4시간"이라는 점수 4, "5시간 이상"이라는
점수 5점의 응답 항목 하에서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비직장인 평균

3.88

직장인 평균

3.92

비직장인 표준편차

0.95

직장인 표준편차

0.93

P value

0.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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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원격강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참여도에 대
한 설문 분석에서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수업 충실성
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성립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직장인과 비직
장인의 강의 참여 시간은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통
계적으로 성립되고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콘텐츠 수
강 완료 여부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 역시 성립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직장인들
이 수업을 충실하게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격지
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 수업 참여시간이나 콘텐츠의
수강 완료 여부에서는 비직장인과 별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 성적을 놓고 두 집
단을 비교하면 간단하게 학업 성취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을 듯 싶으나 실제 성적은 지능이나 스터디그룹
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
을 미칠 수도 있어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는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참여도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서의 의
미가 더 크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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