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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학 이러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발 인 학습활동과 인터넷 수업기능의 활용, 학습 성공에 

한 이해정도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학에서 이러닝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297명을 상으로 설문분석을 통하여 핵심변인에 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수업 시 자기주도성

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자발성(자기주도성), 인터넷수업기능 활용성, 학습에 한 성공요

인 이해정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이 세 가지 요인변수들이 결과변수인 학생들의 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자기주도 인 성향이 학습자 성취도에 유의미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학 이러닝 수업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인 인터넷 활용기능이나 학습 성공에 한 

이해정도보다 학생들의 자발  수업활동에 한 직 인 비가 학습 성취에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학의 이러닝 수업에서 교수 학습 략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한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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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arners’ self-motivational attitudes, 

use of instructional function, and understanding of successful learning on achievement in 

college e-learning classes. The study analyzed 297 college students’ questionnaire about their 

internet learning attitudes based on how they understand e-learning and use various internet 

functions for their learning achievement. After factor analyses, the results found that there 

were three major factors such as self-motivational attitude, use of instructional function, and 

understanding of successful learning out of 15 survey items.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self-motivational factor affects the learning achievement with overall three factors analys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college e-learning classes should focus on the analysis of learners’ 

self-motivational issues in college e-learning class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e-learning experience and learning achievement should be examined in the 

near future to show how it affects on learners e-learning class management and their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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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학에서의 인터넷 활용률은 해마다 증가

하 으며[1], 이는 미국에서도 같은 상을 보이고 있다 

[2]. 최근 들어 많은 학들이 인터넷 수업을 교실 수업

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터넷 수업에 한 별

도의 수업설계 략이나 학생들의 수업활동 지원에 

한 다양한 략들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학이 

아닌 일반 학에서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운 하는 교

과목을 특별히 설계해 개발하고 수업을 실시한 후, 이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발성, 

즉 자기주도 인 성향을 분석해 학습 성취도와 연계하

여 분석한 경우는 많지 않다.  한 어떻게 하면 인터넷 

학습을 성공 으로 수행하게 되는지에 한 인터넷의 

다양한 학습용 기능의 활용성   이에 한 이해도를 

통해 학습 성취도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

지 않다[3]. 학에서의 인터넷 학습은 한 학기 체 분

량이 인터넷으로 진행될 때 학생들의 자발성 즉 자기 

주도성이 학업성취의 상당히 요한 잣 가 됨에도 불

구하고, 이에 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상 으로 미

미한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수업만으

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심으로 이들의 인터넷 수

업에 한 자기주도 인 성향과 인터넷 기능 활용성, 

수업에 한 성공요인에 한 인지정도가 성취도에 어

떤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인터넷수업을 통칭해 이러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러닝의 학습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이러닝은 지난 십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양 인 성장

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한 가시 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닝의 질 인 성과에 해서

는 여러 가지 논란과 더불어 목할 만한 결과의 축

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Kirkpatrick[4]은 교육 로그

램의 질  향상을 한 평가단계를 제1단계 학습자반

응도, 제2단계 성취도, 제3단계 장 용성, 제4단계 

최종결과로 분류하 다. 이러닝 효과에 한 국내 연구

를 살펴볼 때 이러한 질  리  평가 결과 요인을 제

시한 연구로는 로그램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인터넷 

활용효과, 학습효과를 제시한 김유진[5]의 연구와, 강의

만족도와 교육효과인식정도를 제시한 정인성과 최성희

[6]의 연구, 만족도, 몰입과 참여도를 제시한 조 만[7]

의 연구가 있다. 이 외에도 이러닝에서의 학습만족도와 

직무능력 향상을 제시한 김효근 외[8]의 연구, 만족도와 

선호도를 제시한 정인근과 조정융[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 학습 성취도 는 유효성을 제시한 정인성 

외[10], 이인숙[11], 이웅규와 이종기[12]의 연구가 있고 

이러닝의 만족도를 제시한 이웅규와 이종기[13], 김

수 외[14]의 연구가 있다. 학습과정의 충실성에 한 직

장인과 비 직장인의 차별성[15], 충실성에 한 성별, 

직업유무, 학년별 차별성을 연구한 연구[16]도 있다. 이

와 같이 이러닝의 교육 효과를 분석 부분의 연구들은 

이러닝 효과의 측정 도구에 있어 Kirkpatrik이 제시하

는 제1단계인 학습자반응도나 제2단계인 성취도를 주

로 활용하 고 3단계인 장 용성이나 제4단계인 최

종결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학생

들의 최종 성 과 같은 총 평가를 교육 효과의 도구로 

분석한 연구로는 문숙경과 남상조[17]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연구결과 이러닝의 최종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직장유무와 충실도 요인을 제시하 다. 

2. 학습에서의 자발성
학습자가 학습 활동 시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

는 것은  Moore[18]가 표 한 자기 통제 학습 이상의 

것이다. 즉, 교육  차원에서 자발 인 학습자는 한 개

인이 교육  지도, 향, 효과 그리고 의무의 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업과정의 주체가 되는 상황을 가리킨

다. 학습자가 수업 시 자발 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교

수자의 기능을 넘겨받아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수행하

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요구를 인식

하고, 학습 목표를 결정하고,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학

습 략을 수립하며, 교수 매체와 자료를 구비하고, 추

가 으로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확인ㆍ활용하며, 

스스로 학습을 조직ㆍ통제ㆍ검토ㆍ평가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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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기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Zimmerman [19]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있어

서 메타 인지 이고 동기 유발 이며, 능동 인 행동으

로 극 인 수업의 참여자가 될 때 비로소 자발 인 

학습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 다. 메타인지는 인지  처

리과정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특별한 지  능

력을 의미한다. 즉,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일정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수업에 

정 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계획된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의 자발성과 련해 이러닝에서 이슈가 되는  

연구로는 이러닝의 콘텐츠 달 략과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학습만족도나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한 이종연의 연구[20]와 이웅규, 이종기의 자기주도성

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21]. 이들 연구는 이러닝에서의 학습자 자발성, 즉 이

러닝 학습에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 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낼 때 그 변인들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

고 이는 학습결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측하고 

있으나 이러닝에서의 자기주도 인 성향과 이를 한 

다양한 인터넷 기능들의 활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

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한 이해도를 종합 으로 분석

해 이를 학습 성취와 연계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

에서는 먼  이러닝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학습

자의 자발성에 련된 변인들을 추출해 이를 요인별로 

카테고리화 한 다음 이들 변인이 성 이라는 기본 이

고 객 인 학습 성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련된 여러 연구들과 차별

화되도록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성  학습과정

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 하는 메타 인지  학습 략과 

둥기 유발  요인을 학습자의 자발성에 포함하여 분석

하 다.   

III. 연구방법 및 결과

1. 응답자료 분석 내용

1.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상은 지방소재 4년제 학에서 교양과목

인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라는 강좌를 인터넷으로 수

강하는 체 297명의 학생을 분석하 으며 이들에 

한 기본 통계분석표는 [표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

생의 각각 171명과 126명으로 비율은 비슷했으며 3학

년 학생의 비율이 39%, 4학년 학생의 비율이 32%이었

고, 81%의 학생들이 인터넷 수강 경험이 처음인 학생

들이었다.  

표 1. 기본통계결과

항목 응답수 (명) 비율 (%)

성별
남자 171 58%
여자 126 42%
계 297 100%

학년

1학년 20 7%
2학년 67 23%
3학년 116 39%
4학년 94 32%
계 297 100%

수강
경험

이번이 처음 242 81%
2과목 이상 43 14%
3과목 이상 12 4%

계 297 100%

1.2 각 문항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은 Guglielmino의 이러

닝 자기주도성 측정을 한 설문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학생에 맞게 

교육공학 문가 2인의 검증을 통해 편집해 사용하 다

[22][23]. 설문문항은 인터넷 속정도, 인터넷 수업에서

의 자유로운 표 과 자기 주도  역할, 지속 인 학습

동기, 인터넷수업에 사용된 기능들의 활용성, 인터넷 수

업에 한 만족정도, 인터넷 학습의 효과성 등에 한 

15개 항목의 설문을 5  척도 (5: 매우 그 다, 1:   

아니다)로 표시하 다. 설문은 인터넷 수업이 모두 끝

난 시 에 실시하 다. 본 설문항목의 신뢰도는 .859의 

크론바하 알 값을 나타내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아래의 [표 2]는 이들 각 설문항목별 평균

과 표 편차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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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평균 표 편차
인터넷접속정도 4.13 1.05
커뮤니케이션 원활 2.58 1.18
자유로운 감정/의견교환 2.68 1.16
인터넷기능 학습활동활용정도 3.10 1.26
즉각적인 피드백 2.93 1.25
자신의견을 명확히 표현 3.27 1.11
지속적인 학습동기 3.41 1.07
학습 분량 완성정도 3.86 1.07
교수자와 지속적 접속 3.59 1.08
적극적인 인터넷 수업참여 3.67 1.02
사전 인터넷수업경험정도 3.72 1.09
학습에 대한 자신의 책무성 4.19 0.90
심화 학습에 대한 욕구 3.65 0.99
인터넷수업에 대한 만족정도 3.62 1.14
스스로학습방법의 효과성 3.84 1.11

[표 2]에서 보면 인터넷 속정도는 5  척도에서 

4.13을 보임으로 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나 

커뮤니 이션은 2.58, 즉각 인 피드백은 2.93의 평균을 

보여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화를 하고 반응을 나타

내는데 어색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생에 한 

자신의 책무성은 4.19를 보여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학습 성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성취도 영향 요소
2.1 요인 분석
이들 설문의 문항별 동질성 요인을 찾아보기 해 15

개 항목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3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었

다. 첫 번째 요인은 인터넷수업에 한 자기주도성이라 

명명하 고, 두 번째 요인은 인터넷 수업기능 활용성, 

세 번째 요인은 인터넷 수업 성공요인 이해정도라고 이

름 붙 다. 

자기주도성 요인에는 인터넷수업에 한 만족정도, 

스스로 학습방법의 효과성, 심화학습에 한 욕구, 학습 

분량 완성정도, 인터넷 속정도, 학습에 한 자신의 

책무성, 지속 인 학습동기가 포함되어 에서 언 한 

학습의 메타 인지  략과 학습의 동기 유발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자기주도 학습 성향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감정과 의견교환, 

즉각 인 피드백, 의견의 명확한 표 , 인터넷기능의 학

습활동 활용으로 이들 항목을 인터넷 수업기능 활용성

으로 묶었으며 세 번째 요인은 인터넷 수업에 한 성

공요인을 이해하는 정도로서 극 인 인터넷 수업참

여와 교수자와의 지속 인 속, 사 에 인터넷수업경

험이 있는 정도가 포함되었다. 

표 3. 설문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성분

1요인
부하치

2요인
부하치

3요인
부하치

인터넷수업에 대한 만족정도 .964
스스로학습방법의 효과성 .890
심화 학습에 대한 욕구 .628
학습 분량 완성정도 .607
인터넷접속정도 .575
학습에 대한 자신의 책무성 .467
지속적인 학습동기 .460
Eigen값 6.534
자유로운 감정/의견교환 .854
커뮤니케이션 원활 .824
즉각적인 피드백 .816
자신의견을 명확히 표현 .771
인터넷기능 학습활동활용 .715
Eigen 값 1.585
적극적 인터넷 수업참여 .933
교수자와 지속적 접속 .768
사전 인터넷수업경험 .534
Eigen 값 1.424

2.2 요인별 학습 성취도와의 관계성 분석
자기주도성 요인, 인터넷 수업기능 활용성, 성공요인

이해정도, 이들 세 가지 요인에 한 학습 성취도와의 

계성을 살펴보기 해 세 개의 요인들과 학습 성취도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는 

한 학기 동안 평가한 과제물과 간, 기말고사를 포함

한 최종 성 수를 채용하 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학습 성취도와 세 가지 요인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자기주도성 4.536 1.415 .236 3.206 .001
수업기능 활용성 -.129 1.347 -.007 -.096 .924

성공요인 
이해 정도 1.381 1.349 .072 1.023 .307

상수 77.015 1.079 71.39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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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4]에서 보면 세 가지 요인별 모형과  학습 

성취도간의 회귀분석결과 자기주도성이 유의도 p=.001

로 학습 성취도와  유의미성이 나타났으며, 인터넷 수

업기능의 활용성과 인터넷 수업 성공요인에 한 이해

정도는 각각 유의도 p=.924, p=.307로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수업에 한 자기주도성 

요인은 학습 성취도와 한 계가 있으며 인터넷 수

업을 한 기능의 활용성과 성공요인에 한 이해정도

는 학습 성취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학의 인터넷 수업결과 학생들의 최종성

인 학습 성취도가 인터넷 수업에 한 학생들의 자발

 학습 략 수립  학습 동기유발과 인터넷 기능 활

용성, 수업에 한 성공요인 이해라는 변인들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자발성에는 인터넷 수업을 한 메

타 인지  략과 학습에 한 자기 동기 유발  요소

를 포함하여 기존의 련 연구보다 인터넷 수업에서의 

좀 더 심화된 학습자발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 

학습자의 자발성이 학습 성취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검증하기 하여 Kirkpatrick의 제4단계 질  평

가 단계인 실제 성 을 채용하여 검증의 객 성을 확보

하 다. 자기 주도  인터넷 수업운 에 한 설문분석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즉 스스로 학습하는 메타 

인지  학습방법을 알고 있는지, 인터넷수업 후 학습동

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심화학습에 한 요구가 발생하는

지, 정해진 학습 분량을 완성하는지, 학생스스로 자신의 

책무성을 이해하는 지 등의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

넷 학습뿐 아니라 일반 교실수업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

져 오지만 특히 인터넷 수업처럼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

리된 상태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성, 즉 자기주도성이 특

히 학습자들의 최종 성 과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 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등의 인터넷기능을 수업에 활용하는 정

도와 인터넷 수업을 성공하기 해 극 으로 참여하

고 교수자와 지속 인 속을 하는 등의 인터넷수업 성

공요인을 이해하는 정도에 한 요소들은 직 으로 

학생들의 성 과 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요소가 

인터넷 수업에서 자기주도 인 학습활동에 보조 인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고 으로 학습 성취

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에 주는 시

사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인터넷 수

업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학생

들의 자기주도성에 한 기본자세를 인터넷 수업  학

생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학습에 한 

심도 있는 동기유발과 스스로 학습을 리할 수 있는 

메타 인지  학습 략의 실천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에서도 심화된 략이 학습 성취도에 으로 향

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수업기간 동

안 교수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과 노하우, 

학습동기의 유지, 심화학습의 필요성들에 한 내용을 

학습과정에 포함하고 이에 한 내용을 반복 으로 학

생들에게 숙지시킴으로서 학습 성취도 향상을 꽤할 수 

있음을 잘 악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수업을 한 콘

텐츠의 설계와 개발 시 학습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기

주도 인 학습태도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

을 첨가해서 학습동기의 지속, 심화학습의 욕구가 이루

어지도록 하며 인터넷 속의 용이성을 통해 학습내용 

등이 학생들에게 즉각 으로 달될 수 있도록 사용자 

효과 인 설계 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학생들의 인터넷 수업경험

에 따라 학습과정에 나타나는 자발성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며 이는 학습 성취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러닝 경험자들에게 교수학습 

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 

학의 이러닝 수업이 성숙기로 도약함으로서 좀 더 발

된 이러닝 수업이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처럼 인터넷 환경이 획기 으로 발 되는 상황에

서 일반 학들은 처럼 학생들이 교실수업에만 참

석하기를 강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인터넷활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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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학에 차 많아지는 을 고려해 다양하고 복

합 인 수업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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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학석사)

▪1996년 7월 : 한국과학기술원  

경 정보공학과(경 정보공학박사)

▪1997년 9월 ～ 재 : 목원 학교 서비스경 학부 교

수

 < 심분야> : 사이버 융, 자상거래, 이러닝, 서비

스 사이언스, 지능정보시스템, 지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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