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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이러닝에서는 학생의 도 포기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의지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가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습의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향요인  공동체의식을 주요 요인으로 악하여 

그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이러닝 교육기 에 한 충성도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은 

학습기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학습기  일체감은 

학생의 학습의지와 학교에 한 충성도를 증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 is easy that students give up his study in e-learning 

environments. So it is critical for success of e-learning 

school to encourage students' aspiration to graduate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to aspiration to graduate study and school 

loyalty in e-leaning school.

I found that sense of community effect to school 

identification and that school identification effect to 

aspiration to graduate study and school loyalty. 

I. 서 론
이러닝 혹은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 과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속히 증 되어왔고 이

제는 아주 보편 인 학습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닝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거리상으로 서로 떨어

져 있고, 다른 학습자들  교수자와 정기 으로 얼굴을 마주

보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가 많다(Gibbs, 1998). 한 이러닝 환경에서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수업 사이트에 속할 때에만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

문에 바쁠 경우 수업 활동에의 참여를 쉽게 연기할 수 있다

(Hiltz & Wellman, 1997).

이러닝에서는 학생의 도 포기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의 학

습의지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가가 매우 요하다. 

공동체 구성원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이론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 혹은 일체감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일

체감(Identification)이란 매력 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과 

자신과의 계에 해 스스로 정의하는 과정이다(Kelman, 

1961). 한 일체감이란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 는 친구처럼 

느끼는 상과 운명을 함께 하고, 성공이나 실패도 함께 경험

하려는 심리  연결의 정도를 나타낸다(Fourni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습의지에 미치는 여러 가

지 향요인  공동체의식을 주요 요인으로 악하여 그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이러닝 

교육기 에 한 충성도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학습공동체 의식과 학습기관 일체감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강력한 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인 특성을 

의미한다(Davidson and Cotter, 1991).

동일시 혹은 일체감(Identification)에 한 연구는 사회정체

성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이론에서 출발하 다. Kelman(1961)

은 일체감을 매력 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과 자신과의 계

에 해 스스로 정의하는 과정으로 설명하 다. 즉, 일체감이

란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 는 친구처럼 느끼는 상과 운명

을 함께 하고, 성공이나 실패도 함께 경험하려는 심리  연결

의 정도를 나타낸다.

공동체(community) 회원들 사이의 활발한 사회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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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공동체의 성공요소로서 공동체 회원들 사이에 동류의식

(consciousness of kind)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동류의식이 

커지면 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나 랜드에 매력성이 증가하

고 이러한 매력성은 공동체나 랜드의 일체감에 향을 미친

다(Dutton et al., 1994).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회원들이 공동체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 그 공동

체에 한 애착 즉, 공동체 일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욕구의 충족, 소속감, 정서  

유 감, 향력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

다.

•H1: 학습공동체 의식이 학습기  일체감에 정 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 학습기관 일체감과 학습지속 의지
학습지속 의지는 학습 동기  학습의 즐거움과 같은 학습

자의 내부  요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 부

모의 경제  지원, 학교의 학습환경 등과 같은 외부  환경 요

인에 향을 받는다(박지 , 2006).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은 자우편, 자게시 , 온라

인채 , 화상회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드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공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제공한다(이동주, 2004).

Goodenow(1993)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교실에의 소속감과 

학업 동기  학업 성취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교실에의 소속감은 그 수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   그 

수업에서 행해지는 학업 활동에 한 심과 한 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에의 기 가 학생들의 학업

에의 노력  성 에 가장 하게 련되어 있지만 학생들

의 교실에의 소속감도 이들 변수들과 유의미하게 련되어 있

음을 밝혔다.

공동체의식을 형성한 학습자들은 부분의 경우 서로를 격

려해주고 다른 학습자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심정  지지

를 보내 다(Jarvenpaa et al.,1998).

공동체의식은 학습자들로 하여  서로에게 우호 으로 의사

소통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에 해 존 하는 태도를 갖게 하

며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 하게 하고 피상 이고 

겉치 로서의 칭찬보다는 실질 인 피드백을 서로에게 제공

하게 한다(이동주, 2004).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학습기  일체감이 학습지속 의지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 학습기관 일체감과 학습기관 충성도
소비자들은 소비활동과 련해서 특정 랜드에 한 일체

감이 높을 경우 해당 랜드에 한 구 활동과 재구매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홍희숙, 2006). 즉, 랜드 일

체감이 랜드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회원들이 공동체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 그 공동

체에 한 지속 인 참여와 공동체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공동체의식은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성공을 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한다(Moller et al.,2000). 이와 같은 공동체의식의 

효과는 다시 학습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더욱 진시킴

으로써 학습자들 사이에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한다

(이동주, 2004).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학습기  일체감이 학습기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모형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회원들이 공동체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 그 공동

체에 한 지속 인 참여와 공동체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하기 

해 Amos5.0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396 2008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분석 결과 x2=96.626 (p<.000), GFI=0.961, NFI=0.962, RMR 

=0.022, CFI=0.978로 나타나 합도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은 실증자료를 비교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

는 것으로 단하 다. 

연구 가설에 한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학

습공동체 의식이 학습기  일체감에 정 의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H1)에 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간 경로계수 

값이 0.486(t=7.138)로 나타나 가설 H1은 지지되었다.

학습기  일체감이 학습지속 의지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H2)에 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간 경로계수 

값이 1.207(t=13.065)로 나타나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학습기  일체감이 학습기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3)에 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간 경로계수 

값이 1.456(t=11.448)로 나타나 가설 H3은 지지되었다.

▶▶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가설 검정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습의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향요

인  공동체의식을 주요 요인으로 악하여 그 향력을 살

펴보고자 하 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이러닝 교육기

에 한 충성도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은 학습기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학습기  일체감은 학생의 학습의지와 학교에 한 충

성도를 증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학의 운 에 있어서 재래식 방법으로는 감당하

기 어려울 만큼 그 규모가 방 해지고 있으며 학의 학사운

이 이미 문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학의 경 방식에도 

문성을 도입하여 학 경 의 경 학  분석과 합리화 방안

이 끊임없이 강구되어야 한다(김성 , 이 엽, 1998). 이를 

해서는 학생들의 학습행동에 한 이해가 기 가 되어야 한다.

이러닝 기  특히 사이버 학의 성공을 해서는 학생의 

도 포기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의지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가가 매우 요하다.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회원들이 공동체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 그 공동

체에 한 지속 인 참여 즉 학습지속 의지와 공동체 충성도

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습자들로 하여  학습공동

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훨씬 더 요하며 매우 효율 인 방안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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