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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의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자들을 상으로 학습참여동기 유형의 수 과 학습

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는 총 196명의 자

료를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자들의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한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참여동기의 수 은 목 지향동기, 학습지향

동기, 활동지향동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의 학습참여동기가 모두 학업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설명력의 크

기는 목 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 활동지향동기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다. 첫째,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 성인학습자들은 목 지향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의 충실

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 방안에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교  학업만족도 수 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은 연령층 학생의 학업욕구의 악과 반 이 필요하다. 셋째, 배움과 자격증, 학  등의 동기 외에 사회복지

공자들의 이타 인 성향을 반 한 활동지향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 중심어 :∣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전공자∣학습참여동기∣학업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ree types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s among 196 adult social 

work students at one of 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s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aiming to provide suggestions 

for increasing adult social work students’ educational satisfaction. 

Results revealed that students had goal-oriented motivation the most, followed by 

learning-oriented motivation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 Results showed that age and three 

types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s, in order of goal-oriented, learning-oriented,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s, influenced educational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cyber universities should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s including educational 

curriculum, in order to meet adult social work students’ goal-oriented motivation, and provide 

methods to satisfy adult social work students’ activity-oriented motivation, reflecting their 

altruism. In addition, young social work students’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s should be 

explored to increase their educat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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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에 한 요구 등으

로 인해 국내 사이버 학은 원격 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고등교육법상의 학

으로 발 했다. 그 결과 2001년 9개 학의 입학정원 6

천여 명에 불과하 으나, 2013년 재 원격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를 포함하여 재 21개 학의 입

학정원이 3만 3천여 명으로 그 규모가 확 되었다[21]. 

한국원격 학 의회(2013)에 따르면, 2013년 재 사

이버 학의 등록생 분포 비율은 30 가 29.32%로 제일 

높으며, 그 이후로 40  23.71%, 20   17.16%, 20  

후 15.59%, 50  8.18%, 10  5.16%, 60  이상은 0.88%

로 나타난다. 즉, 사이버 학교의 총 등록생 에서 과

반수(53.03%) 이상이 30 와 40 인 성인학습자이다. 

이것은 선행연구[17]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원격 학의 

학습자들은 정규교육기 을 졸업 후 평균 10년 이상의 

학습공백기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20  후반에서 30∼40 의 성인학습자가 다수를 차

지한다. 즉, 사이버 학 학생들은 학력 령기가 지난 성

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12], 재학생의 69%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는 [4]이 통 인 오

라인 학의 학습자와의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20  반인 성인기 기의 일반 학

습자들과는 조  다른 특징을 가진다. 사회계층의 향, 

사회  규범, 사회문화  요소, 생활 사건 등의 요인에 

향을 받는 성인기의 단계에 있는 성인학습자는 다양

한 경험학습을 하며[26], 학습에 있어 자기주도 으로

[8][26][30] 내재  동기를 갖고 있으며[8][30], 학습의 

목표와 내용이 재의 생활 응  생활 심  문제

[30]에 치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사이버 학생의 

부분을 차지하는 성인학습자는 일반 인 학생에 

비해 더 경험이 많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 인 

목표에 따른 학습에 한 분명한 요구를 가지고, 이에 

부합하는 수업상황을 기 한다[44]. 

학업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사이버 학교는 교육에 한 근성을 높여주는 요

한 평생교육사회의 교육수단이 될 수 있다[54]. 하지만 

사이버 학교는 학습자가 인터넷으로 자신이 편리한 

시·공간에서 다른 학습자나 교수자의 동반 존재 없이 

혼자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자 본인의 자율성과 학습의

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35]. 이 경우에, 성인학습자의 

동기가 학업의 성과에 미칠 향은 일반 오 라인 학

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학교 성인학

습자의 참여동기를 살펴보고 학업성과의 한 변인인 학

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

이버 학교의 학습성과를 극 화시키는 데에 매우 

요하다. 

성인학습자인 사이버 학 학생들은 학교교육 이후 

일정기간 동안 학습을 단하 다가 재시작 한다는 , 

이  학교교육에 한 실패  좌 인 경험, 성인기 

 장년기라는 발달단계상 신체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 감소, 이  오 라인과 다른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학습환경 등으로 인해 학습성공에 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52]. 이러한 학습성공에 한 불안감에 처하기 

해서는 사이버 학교의 성인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독려하고, 온라인 학습에 한 만족도를 고취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학교의 성인학습자는 학습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하며 학습에 해 만족감을 주는 데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학습자의 동기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가 사이버 학교에 들어오게 되

는 다양한 학습참여 동기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학업에 

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고찰이 필요

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학업동기 간의 

상호 련성[44]이나 학  취득에 한 동기나 동기의 

한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계[13]를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사이버 학교 성인학습자들이 어

떠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학업을 시작하며 이것이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 성인학습자들

의 참여 동기와 학업 만족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 설립되어 있는 총 21개의 사이버 학교 에서 

부분의 학교에 사회복지 련 학과가 설치되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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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들이 사회복지를 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

이버 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연

구는 주로 사회복지실습에 이 맞추어져 있는 등

[25][29][41], 사회복지 공 성인학생들의 학습참여동

기  사이버 학의 e-learning에 한 만족도에 련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

기를 악하고, 학업만족도와의 련성을 살펴 으로

써 온라인 사회복지학습자들의 학업만족도 향상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

의 유형별 수 은 어떠한가?

2. 사이버 학교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 동기가 학

습 만족도를 측하는가?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자 대상 연구 현황
사회복지 공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사회복

지 공학생의 장실습[2][19][25][29][32][41]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사회복지 공학생의 사학

습[57], 조사연구에 한 태도[43], 사회복지효능감[50], 

회복탄력성[23] 등을 으로 본 연구들이 있다. 사회

복지 공학생을 상으로 학업 만족도를 본 연구로는 

사회복지실습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본 오승환의 연구

[27]와 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 에 미치는 향을 본 

강 숙, 이은정의 연구[1], 그리고 경기도 내의 3개 

학원의 사회복지 공학생 130명을 상으로 공선택

동기와 만족도의 계를 분석한 임문정의 연구[37] 등 

몇몇 존재한다. 특히 임문정의 연구[37]는 동기와 만족

도의 계를 살펴보고 참여 상이 성인학생이라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기는 하나, 이미 학부를 마치고 

학원으로 진학한 학원생을 상으로 하며 사이버

학이 아닌 오  학을 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

가 있다. 한, 학업참여동기가 아닌 공선택동기를 보

았다는 것도 본 연구와 다른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학의 사회복지 공 성인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실습에 을 맞춘 연구들 외

에는 거의 찾기 어렵다. 엄미선, 김선아, 곽지 의 연구

[25]는 서울 5개의 원격 학의 사회복지실습학생을 

상으로 직업실천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실습지도요

인들을 살펴보았다. 윤 한[29]는 사이버 학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복지 실습 련 요소들과 

실습만족도 간의 상 계  향력을 검증하 으며, 

옥범[41]도 한 사이버 학교의 사회복지실습 학생들

을 상으로 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그러나 사이버 학교에서 사회복지 공

의 성인학생들의 학업 참여 동기나 학업만족도에 한

연구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사회복지학과에 한 수요가 증하면서 책임

있는 교과과정 수행에 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복

지사의 문성에 련한 학교육의 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사이버 학교는 성인 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책

임지고 있는 교육기 으로서, 많은 사회복지 공학생

들을 배출하고 있다. 재 사이버 학교 21개교  20

개교에 사회복지 련 학과가 설치되어 성인학습자의 

수요가 증 되었음을 반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학교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교육성과와 사회복지교육의 

질 인 부분들에 해 의문을 갖는 들이 존재한다

[12][29]. 그러나 사이버 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 

연구들은 매우 미진한 실정으로, 사이버 학에서 제공

하는 교육성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25]. 이에 사이

버 학교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참여동기와 학업만족

도 연구를 통해, 이들에게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의 효과 인 교육환경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학습참여동기
동기는 목  지향 인 활동이 유발되어 시작되고 유

지되는 과정으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이후의 행동이

나 감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 인 과정[64]을 말

한다. 즉, 학습동기는 학습을 시작하고, 이후의 학습 행

동이나 강도를 조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업  활동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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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도한 학업  결과를 얻기 해 학습에 극 으

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에 동기는 큰 향을 

미친다[44]. 선행연구에서 리 쓰이는 동기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성인들이 교육에 왜 참

여하는지에 련된 참여 동기와 교육의 참여 이후 학습

의 과정에 향을 미치는 내재  동기, 외재  동기, 목

표지향성, 자기효능감, 과제과치 등을 일컫는 학습동기

로 구분할 수 있다[11]. 그 에서 학습 참여동기는 성

인학습자가 왜 자발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지에 해 

설명해 다.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참여동기는 쉽게 

변할 수 있다[63].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련 연구에서 리 쓰

이고 있는 이론은 Houle(1961)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으

로, 오 라인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38][8]뿐만 

아니라, 사이버 학교의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도 

여러 연구[3][52]에서 활용되어져 왔다. Houle(1961)은 

학습유형을 학습지향, 목 지향, 활동지향으로 분류하

고 있다. 첫째, 학습지향형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고 인격 으로 성장하기 해 학습활동

을 지속 이고 평생 동안 해나가는 것으로[51], 지식 자

체의 심을 갖고 학습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갖는다

[38]. 즉, 학습활동 자체가 각각 목 과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의미들이 모여서 참여동기가 형성된다[40]. 학

습지향형의 학습자들에게 교육은 일상 으로 일어나지

는 것으로, 이들은 배움 자체를 추구한다[34]. 둘째, 목

지향형은 실 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문성 

향상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한 직업상 발  등의 목

표를 갖는다[34]. 즉, 학습자의 실  이익을 해 

는 즉각 이고 실제 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33] 학습

에 참여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쉽게 학습

을 단하게 된다[42]. 셋째, 활동지향형은 학습지향형

이나 목 지향형과는 달리, 학습을 한 활동이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상호작용을 추구한다[18]. 

활동지향형 학습자들은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기

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인간 계[24]를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49], 단조로운 일상 는 고독

에서 벗어나고자 한다[39]. 

비록 사이버 학의 학습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아

니지만, 임숙경, 조용하의 연구[38]에서는 공간/민간 평

생교육기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으로 세분화하고 평생

학습의 참여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 결과, 

세 가지 학습동기 모두 학습참여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

를 상으로 한 김애련의 연구[8]에서도 학습지향  동

기, 목 지향  동기, 활동지향  동기가 지  역, 진

로  취업 역 등의 학습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학교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동기에 한 연구

는 몇몇 존재한다. 정 선, 김 , 그리고 강선우[44]은 

서울의 한 사이버 학 176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 략, 동기와의 련성과 

차이성 그리고 학업성취와 각 변인과의 련성을 검증

하 다. 그 결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학습 략, 

동기간에 상 계를 보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

습동기와 학업성취에 한 계는 밝히지 않았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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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 고, 그 결과 학년, 학

취득이 진학동기인지의 여부, 자기효능감과 자기조

학습이 학업성취도를 측하 다. 한, 권정은[3]은 

서울지역 사이버 학교의 성인학습자 271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 유형은 

목표지향형, 학습지향형, 활동지향형의 동기 유형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 유형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정 인 계가 있었으며, 목표

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의 동기 유형만이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동기는 학업성취와 같은 학

습 성과에는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이버 학교의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학업 참여동기와 학업 만족도 간의 계를 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최종철[52]은 성인학습자 에 기 한 

사이버 학 교육 로그램 평가 거 개발  용에서 

학습참여동기를 목 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

성으로 구분하 으며, 학습자의 에서 이러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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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e-learning이 제공되어야 함

을 강조하 다. 즉, 학습 참여동기와 사이버 학 교육

로그램에서 얻는 학업 만족도의 련성을 연구하는 것

은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교  

e-learning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3. 학업만족도
학업만족도는 학습에 있어서 목 한 바를 달성하거

나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 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66]. 사이버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e-learning과 같이 학습자가 새로운 

매체  교수 방법을 하 을 때, 이에 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추후에 계속 이 매체  교수 방법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성인학습자

들이 인식한 사이버 학교의 e-learning에 한 만족도

는 학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요

인이기 때문에[48], 사이버교육의 학업성과를 측정하기 

해 가장 리 사용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사이버 학교의 e-learning

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학습자

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들 간의 계를 어떠한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들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11]. 일부의 선행연구들은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  

학습동기가 만족도를 측하는 변인으로의 역할을 한

다[6]고 주장하 다. 원격 학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상으로 한 유평 의 연구[28]에 의하면, 원

격 학원 온라인수업의 학습만족도는 학습에 한 학

습자의 동기가 강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e-learning 방식에 의한 물류사례 심 학습에서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본 김 민의 연구[9]에서, 학습

동기가 학업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기업의 사이버교육생을 상으로 한 주 주, 

김지연, 최혜리[46]와 사이버 학생을 상으로 한 주

주, 심우진, 김지연, 김가연의 연구[47]들도 공통 으

로 학습자의 동기가 학업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이

수자들을 상으로 한 박선옥의 연구[16]에서도 학습자

의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의 내  동기는 학습자의 만족

도를 가장 잘 측하는 요인이며, 학습자의 기본 인 

필요  목  혹은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만

족도가 달라진다[45]는 것이다. 

학습동기와 학업만족도 간의 상 계를 확인한 다

수의 연구들과는 달리,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  학습

동기의 일부만이 교육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거나 

상 을 갖고 있다[10]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통물류

련 과목을 수강하는 사이버 학생을 상으로 한 김

민, 이 찬의 연구[10]에서, 학습지향과 목 지향 학습

참여동기는 학습만족도를 측하는 변인이지만 활동지

향 동기는 학습만족도를 측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  학습동기는 교육  학습 만

족도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었다[7]. 원격 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을 상으로 한 

김민희의 연구[7]에 따르면, 교원들의 학습동기는 원격

강의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지 못했으며 이는 그들

의 학습동기가 승진을 한 수 확보이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원격 학원에 진학한 교원들의 개인

인 학습동기는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

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이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

이버 학의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보고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

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서울의 한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사회복지 공

학부생을 상으로 2014년 6월 1일∼ 15일까지 웹서베

이를 실시하 다. 설문참여에 한 공지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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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과목의 수강생온라인 강의실에 공고하 고, 총 

270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 으며 이  결손치가 

없는 설문지를 제한 후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96부

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목 과 연구목  외에

는 자료가 공개되는 일이나 개인을 특정하는 일이 없음

을 설명하는 등 연구윤리를 수하 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변인에 한 문

항으로 성별, 연령, 재학기간, 오 라인활동참여횟수, 

타 학생들과 연락하는 횟수 등과 성인학습자의 학습참

여동기를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학업만족도를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1) 학습참여동기
학습참여동기는 Houle(1961)의 연구에 기 한 차윤

지(2011)의 교육참여동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5

문항으로 활동지향형 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 목 지향

형 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 학습지향형 동기를 측정하

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지는 5단계의 Likert척

도(1=‘  아니다’ ∼5=‘매우 그 다’)로 각각의 문항에 

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의 학습

참여동기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활동지향동기

가 .778, 목 지향동기가 .714, 학습지향동기가 .873으로 

분석을 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단할 

수 있다. 

2) 학업만족도
학업만족도는 사이버강좌 수강생을 상으로 한 김

나 의 연구[5]에서 사용되었던 강좌에 한 반 인 

만족감, 직무에의 도움, 이후의 수강의도, 추천의향, 인

지된 학습 등을 나타내는 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5단

계의 Likert척도(1=‘  아니다’ ∼5=‘매우 그 다’)로 

각각의 문항에 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의 상 참여자들이 사회복지학부 과목을 주로 

듣는 공학부생들이므로, 이 척도는 사회복지 공과

목과 과목이수에 동반된 온라인 학습환경에 한 학업

만족도를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학업만족도(M=19.29, 

SD=3.08)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2로 분석을 

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

다. 먼 , 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학업참

여동기의 수 을 살펴보기 해 기술통계를 시행하

고, 인구통계학  특성과 학업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남자 119명(60.7%)과 여자 77명

(39.3%)로 남학생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구참여

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41.8세 으며, 재학기간은 3-4학

기 재학 인 학생이 79명(40.3%)로 가장 많았고, 1-2학

기 재학 인 학생이 68명(34.7%), 5-6학기 재학 인 학

생이 32명(16.3%), 7-8학기 재학 인 학생이 16명

(8.15%) 다. 학생활동참여에 해서는 연구참여자들

은 한 학기에 오 라인 활동에 평균 2.67회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타 학생들과는 한달에 평균 8.50회 

화·연락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의 인

구통계학  특성  학생활동 참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성별
     남성
     여성

119(60.7%)
77(39.3%)

연령 M=41.89세(SD=9.68)
대학교 재학기간
    1-2학기
    3-4학기
    5-6학기
    7-8학기

68(34.7%)
79(40.3%)
32(16.3%)
16(8.15)

학생
활동 
참여

오프라인 활동 참여 횟수(한 학기 기준) M=2.67회(SD=6.26)
타 학생들과 전화 연락하는 횟수
(한 달 기준) M=8.91회(SD=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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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학습참여동기는 활동지향동기, 

목 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기

유형별 항목의 평균과 총합은 [표 2]와 같다. 학습참여

동기 유형별 총합은 최  5 에서 최  25 이며 유형

별 수 은 목 지향동기(M=21.09, SD=3.20)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습지향동기(M=20.05, 

SD=4.11), 마지막으로 활동지향동기(M=17.21, SD=4.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업참여동기에 유형별 인식수준
                                    (N=196)

역 문항 M±SD

활동
지향
동기

1.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2.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서

4.나와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
리고 싶어서

5.가정이나 직장 이외의 사회활동에 참
여하고 싶어서

3.35±1.21

2.51±1.20

4.09±1.01

3.44±1.11

3.81±1.05

총합 17.21±4.02

목적
지향
동기

6.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얻고 싶어서

7.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서

8.지금까지 배워온 학교교육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9.앞으로의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고 싶
어서

10. 직업을 얻거나 창업을 위해서

4.55±0.71

4.39±8.79

4.01±0.97

4.43±0.80

3.70±1.19

총합 21.09±3.20

학습
지향
동기

11.무엇인가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
워서

12.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13.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

인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14.배움으로써 자녀학습과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15.사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

야 한다는 생각에서

4.08±0.96

4.14±0.91

4.06±0.98

3.83±1.04

3.91±1.07

총합 20.05±4.11

 

한 종속변수인 학업만족도의 총합(M=19.29, 

SD=3.08)은 최  5 에서 최  25 으로 [표 4]와 같다.

표 3. 학업만족도 수준             
                                    (N= 196)
문항 M±SD

1. 나는 온라인수업에 관련된 정보나 학습자료를 
나의 목적에 맞도록 정리 및 체계화 할 수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대학교의 온라인학
습을 추천하고 싶다.

3. 나는 우리 대학교의 온라인학습이 나의 현재 직
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우리 대학교의 온라인학습이 나의 전반적
인 경력 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우리 대학교의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추가
과정이나 심화과정(대학원 또는 특강 등)이 있
으면 수강하고 싶다.

3.62±0.86

3.98±0.81

3.82±0.90

3.86±0.78
 

3.96±0.83
총합 19.26±3.10

3.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의 상호 련성을 알아보

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활동지향동기와 학업

만족도(r=.455, p<.01), 목 지향동기와 학업만족도

(r=.501, p<.01), 학습지향동기와 학업만족도(r=.488, 

p<.01) 모두 변수 간에 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지향동기가 높을수

록, 학습지향동기가 높을수록, 목 지향동기가 높을수

록 학업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의 상관관계
1 2 3 4

활동지향동기
목적지향동기 .529
학습지향동기 .521 .511
학업만족도 .455 .501 .488

4.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재학기간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통제

한 상황에서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의 

결과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자들의 학습참여동기

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참여동기는 학업만족도에 40.9%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연령(β=.191, p<.01)을 제외한 다른 

개인  특성은 설명력이 없었다. 학습참여동기 에서

는 목 지향동기가 가장 크게 향을 미치고(β=.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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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업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β

나이      .191
성별      (0=남자, 1=여자) .032
재학기간 .031
목적지향동기 .265***
학습지향동기 .227**
활동기향동기 .187**
F값 21.830***
R² .409
수정된 R² .391
* p<.05, ** p<.01. *** p<.001

p<.001) 그 다음으로 학습지향동기가(β=.227, p<.01) 마

지막으로 활동지향동기가(β=.187, p<.01)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의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자들을 상으로 학습참여동기 유형의 수 과 학

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196명의 자료를 실증 으로 분석하 으

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인 학습참여동기의 유형별 수 은 목표

지향  참여동기, 학습지향형 참여동기, 활동지향형 참

여동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사이버 학교 사회

복지 공 성인학습자들은 자격증  학사학  등 취업

이나 직에 필요한 실  생활 심  문제 해결을 

한 수단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목 지향형 학업참여

동기를 많이 갖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높게 

나타난 학습지향형 학업참여동기는 사이버 학교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아는 지  학습활

동 그 자체에도 의미를 둔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사이버 학 내에서의 학습을 한 활동이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상호작용  인간 계를 시하는 활

동지향형 학업참여동기는 목 지향형이나 학습지향형 

학업참여동기보다는 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학습자의 학업참여동기를 살펴 

본 다른 연구들[2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제2의 진로로 사회복지 련 사업이나 업종에 종사하

고자 하는 사이버 학교의 사회복지 공 성인학습자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해 사이버 학의 

학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사회복지 자격증

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문학사 취

득자들이 사회복지 련 문 지식  기술을 더 심도 

있게 습득하기 해 사이버 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기 때문에, 목 지향형과 학습

지향형 학업참여동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별, 연령, 재학기간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그리고 목 지향동기, 학습지향동

기, 활동지향동기의 학습참여동기가 학업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목 지향동

기가 높을수록, 학습지향동기가 높을수록, 활동지향동

기가 높을수록 학업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만

족도에 한 설명력은 목 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 활

동지향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

은 성인의 평생교육참여에 주요한 향을 미치고 있었

는데[60][62], 연령이 높을수록 로그램이나 학업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36][56]. 이규 [31]과 류지연의 연

구[14]에서도 30세 이상 학습자가 30세 이하 학습자보

다 학업만족도와 학업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황치석

의 연구[58]에서도 연령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어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연

령이 높은 학습자가 연령이 낮은 학습자보다 더 만족해

하며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

이한다. 그러나 성별은 여러 연구들[36][31][58][59][65]

에서 요한 배경요인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업참여동기 3

가지 유형 모두 학업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이버 학교의 유통물류 련과목

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10]와는 약간

의 차이를 보인다. 유통물류학 사이버학습자들을 상

으로 한 김 민, 이 찬의 연구[10]에서는 학습지향동

기와 목 지향동기가 유통물류 공자들의 학습만족도

를 측하는 변인이었으나, 활동지향동기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를 보았을 때 사이버 학교 학생들

의 경우 목 지향 , 학습지향 인 동기는 공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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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요한 고려요인이지만, 

사회복지 공자들의 경우 활동지향  동기 한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 공 

특색이 반 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자들을 한 학업만족도 향상방안에 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면서 실천학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장차 사회복지 문인력으로서의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

으므로 학업동기는 이후 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문제와 직결되는 요한 요소이다[15].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학업참여동기가 목 지향 인 방향을 가장 크

게 쫓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목 지향동기는 학업만족도에도 가장 크게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

사 취득을 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장에

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 인 실천 기술과 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심화과정도 제시되어야 이들의 학습참

여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학교 사회

복지 공 성인학습자의 목 지향  참여동기를 충족시

키기 해서는 학습 후 성취감  자격증 취득에 한 

기 를 갖도록 해주며,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련된 

실 인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고, 

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 주의 학습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52]. 한, 배움에 한 학습지

향형동기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습의욕

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습결과에 한 한 보상과 

교수자의 즉각 인 피드백[53]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양 , 질  충실도를 정비하는 교육환경개선의 지속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령별 학업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연령요인이 성인학습자의 학업만족

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만족도가 높

다는 것은 그들의 학업에 한 실함이 반 되어 상

으로 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욕구수 에 해 악하고 학

업환경에 반 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이버 학교에 입

학하는 은 연령층의 성인학습자의 학업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한 방안에 한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이버 학교 사회복지 공자들의 활동지향  

동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이버학습자일지라

도 유통물류 공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10]에서는 활

동지향동기는 학업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동지향동기가 목 지

향동기나 학습지향동기보다 상 인 향력은 낮으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복지 공자들은 자신을 비롯한 인간에 한 심이 

높고, 이타 인 성향이 보여진다[22][37]. 따라서 사이

버 학교라는 온라인 교육환경이지만, 사회복지 공자

들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향동기를 고려하

여 그러한 동기를 충족시켜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

련되어야 학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인 네트워크 구축을 한 교수  동료 학습자들과의 

정기 인 오 라인 수업  모임[53], 실습과 상담, 그

리고 사회복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기  사

활동 등 면 면 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활동지향 인 학습동

기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학교라고 하는 교육

환경의 사회복지 공자들을 상으로 그들의 학업참여

동기의 수 과 학업만족도와의 련성을 살펴 으로써 

학업만족도라고 하는 교육성과를 내기 한 몇 가지 시

사 을 도출하 다. 그러나 학업만족도와 련된 다양

한 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제한된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 이 있어 학업만족도에 도달

하는 보다 상세한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향후 요구된

다. 한 서울소재의 한 사이버 학교의 사회복지 공

자들을 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여러 사이버 학교의 사

회복지 공자들로 조사 상을 확 하여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공별 사이버학습교육의 학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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