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is online education that anyone can register for free and has internet access. 

MOOC is also called Education Revolution and is spreading rapidly all over the world. 

Although recent MOOC high-quality classes may enhance the value of MOOC, MOOC learning still needs much 

research. Since MOOC has low learning completion rate and continuous use rate, various studies on the reasons that 

learners give up at the beginning of learning have not been tried yet

This research is studied for the continuous intention of use of MOOC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learning 

flow theory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particular, the research are conducted for cultural difference 

in continuous usage of MOOC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self-determination theory applying perceived 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and 

perceived  relatedness and learning flow is useful to explain continuous use of MOOC.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Hofstede theory works well in explaining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continuous usage of MOOC.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is more influenced by perceived external motivation like perceived usefulness and chinese 

is more influenced by internal motivation like learning flow in continuous use of M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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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 : MOOC)의 이용은 학습자가 MOOC 온

라인 강좌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학습

행동이라 할 수 있다(Kizilcec et al., 2013). MOOC

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 모델 특성인 개방성, 네트

워킹성 등으로 통 인 교육 모델의 변화와 신

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편 인 학습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Waldrop, 2014). 특히, 최근 MOOC 고품

질 수업이 MOOC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측면이 

있기도 하나, MOOC 학습은 여 히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MOOC의 학습 완료

율, 지속사용율이 낮아, 학습자가 학습 기에 포기

하고, 온라인에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한 다양한 연구 등은 아직 많

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Stevanovi , 

2014).

MOOC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하나로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 SDT)의 특성은 본

질 으로 흥미롭고 즐겁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재  동기 부여와, 성과를 이루기 

하여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외  

동기 부여 사이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결정성에 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구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계성), 사

용자 MOOC 사용동기  태도요인(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학습몰입)을 지속사용의도의 향

요인으로 제시하고, 요인 간의 인과 계 검증하

다. 한 사용자 국가(한․ )별로 나 어 그 차이

를 검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MOOC 사용자 

심리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MOOC의 

성공 인 정착  확산을 한 략 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MOOC 황

MOOC는 구나 무료로 등록 할 수 있고, 인터넷 

속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을 말한다(Tong and 

Li, 2017). MOOC는 한 교육 명이라 불리며 

 세계 으로 속히 확산되고 있다(Wang and 

Baker, 2015). MOOC는  연령 를 상으로 하

고 있으며, 다수 콘텐츠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

고, 통 인 학교와 같은 입학 차가 필요 없기

에, 모든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Tong 

and Li, 2017).

많은 웹 사이트에서 MOOC를 제공하는데 그  

Coursera, Udacity, edX는 주요 3개 공 업체이다

(New York Times, 2012). Coursera는 미국 스탠

포드 학교의 교수들이 구축되어 만들어 졌으며 

2016년에 600만 명의 새로운 회원이 가입되므로 

2,300만 회원에 도달하 다. Coursera는 MOOC 

공 업체  가장 큰 코스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으

며, 가장 많은 수의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다(Coursera, 

2016). 2017년 6월 표 으로 보면 Coursera는 29

개 나라의 150개의 트 와 2,158개 수업을 보유

하고 있다(Coursera, 2017).

edX는 미국 MIT 학과 Harvard 학교를 심

으로 교육을 시작하 으며, Coursera 다음으로 등

록자가 많다. 2016년에 400만 명의 새 가입자가 들

어오면서 년말 까지 1,000만 명에 도달 하 다

(edX’s, 2016). 2017년 6월 표 으로는 109개의 

트 와 1,300만 이상의 수업을 보유하고 있다(edX, 

2017). 

Udacity는 San Jose State 학과 AT&T를 포

함한 120개 이상의 트 와 120개 이상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Udacity는 edX, Coursera와 달리 

여러 종류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

터 과학기술, 로그래 , 소 트웨어에 심을 둔

다. 2016년 말까지 13,000명의 학습자가 나노학

(Nanodegrees)를 학습하 고, 국에도 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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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acity, 2016). 

MOOC의 세계 인 확산과 더불어, 국에는 

XuetangX, IMOOC, Chinese University MOOC 

등이 있다. XuetangX는 국 Tsinghua 학 Nankai 

학 등 유명한 학수업을 제공해주는 2013년 10

월 10일 최 로 성립한 국 MOOC 랫폼이다. 

2016년 10월까지 등록자수는 500만 명에 도달하

다(XuetangX, 2016). IMOOC는 IT에 한 수

업을 주요로 제공해 다(IMOOC, 2017).

한국에는 K-MOOC(Korea Massive Open On-

line Course)가 2015년 10월에 서울  등 10개 한

국 유수 학의 총 27개 강좌로 시작하여 2017년 6

월까지 24개 학 277개 강좌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회원가입자 수는 11.5만 명(2015

년 12월 5.5만 건 비 327% 증가)에 도달하 다

(K-MOOC, 2017).

2014년 MOOC는 낮은 학습완료율과 학습과정

에서 포기하는 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

수의 학습자는 학습 시작 후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서 학습포기 한다는 연구가 있다(Veletsianos 

et al., 2015).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규모가 확장됨

으로 교수가 개별 인 심과 피드백을 주는 것이 

어렵다(Bass, 2014). MOOC 기반 학습은 학습자

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가 얼굴을 맞 고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MOOC 학습에는 학

습자 본인의 자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Zheng et al.(2015)는 동북 학의 학생들을 상

으로, MOOC의 기 수강 동기를 조사한 결과, 그들

은 미래를 한 비, 재 학습의 욕구충족, 호기심

과 만족감, 사람들과 연결성이라는 네 가지 유형을 

확인했다. 한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새로운 정보

를 얻기 해 MOOC를 수강했다는 동기에 한 연구 

결과도 있었고(El-Hmoudova, 2014), Stevanovi  

(2014)는 학생들이 MOOC에서 강좌를 끝마치거나 

수료증을 받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

하면서, 유명한 기 에서 자신의 심 역과 문

가로부터 흥미로운 주제에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문 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새로

운 시스템에 한 호기심 등의 내  동기가 학습자들

의 주요동기로 작용한다고 분석하 다.

2.2 자기결정이론

자기결정이론은(Self-Determination Theory :  

SDT)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의 방향을 선택

하는 동기가 자기결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을 맞춘 동기이론이다(Deci and Ryan, 2000). 

즉 개인의 행동과 그의 동기는 직 인 계가 

있으며, 주요 동기 형식은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이다. 내재  동기는 행  그 자체가 즐거움

을 주기 때문에 그 행동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외재  동기는 행  자체의 즐거움 보다 

과 같은 외부 보상으로 인해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Deci and Ryan, 1985). 따라서 지

각된 유용성은 외재  동기의 한 형태이며, 몰입

은 내재  동기에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Kowal 

and Fortier, 1999).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에 향을 미

치는 기본심리욕구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

(Competence), 계성(Relatedness)이 있으며, 이

는 자기결정성을 통한 내재  동기의 발생을 자극

하게 되고 궁극 으로 이 세 가지의 기본 심리 욕

구가 충족되면 개인의 행복과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Deci and Ryan, 1985; Deci 

and Ryan, 2000; Ryan and Deci, 2000).

자율성(Autonomy)은 인간이 행동을 통제하고 

조 할 때 스스로 선택의지를 가지고 자율 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유능성(Competence)은 요한 성과

를 이름에 있어, 자신의 향력과 통제력을 느끼

는 것을 의미한다(Deci and Ryan, 1985). 계성

(Relatedness)은 사회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

과 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발 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한다(Levesqu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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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몰입

몰입(flow)은 “자신의 과제(task)에 완 히 몰두

하여 최 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Csikszentmihalyi, 

1990), 는 “개인이 특정 행 에 완 히 몰두(total 

involvement)하고 있을 때 느끼는 물아일체의 상

태”(Csikszentmihalyi, 1975)로 정의된다. 인간이 

행복을 경험하기 해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 수동

으로 끌려 다니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내재 으로 행동하는 상태를 몰입이

라 할 수 있다, 몰입은 내재  동기 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해왔다(Csikszentmihalyi, 1999; Kowal 

and Fortier, 1999; Vittersø, 2003). 따라서 학습

몰입이란 학습자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

과정에 완 히 몰두하고 있는 상태로, 학습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학습 참여 목 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심리  안정상태에 도달되어 

자신의 학습활동과 상호 작용을 통해 재미나 흥미

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은 교육학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한 련이 있는 변수로 고려되어 경험 으로 실증

되어져 왔다. 학습동기와 몰입과의 계에서 특히, 

내재  동기는 몰입과 강한 상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활동에서의 몰입 경

험은 학습활동을 통한 외 인 보상보다 학습활동 

그 자체에 심이 집 된 상태, 즉 몰입은 내재  

동기의 형 인 형태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한 외재  동기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이 

높을 경우 학습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Areepattamannil et al., 2011).

2.4 Hofstede 문화차원 연구

Hofstede et al.(2010)는 국제비교연구에서 권력

거리(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개인주의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남성성  여성성(Masculinily vs 

Feminity)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 vs Short-term orientation)과 자   

자제(Indulgence vs Restraint)의 6가지 차원에서 

문화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이러한 

Hofstede의 문화특성에 한국과 국의 수치를 

입하면 다음과 <Figure 1>과 같다.

 

Source : https://geert-hofstede.com/china.htm(Accessed 

June 20. 2017).

<Figure 1>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China/Korea

Hofstede 분석 모형에 따르면 한국과 국은 

권력거리에 한 높은 수용력, 높은 집단주의 성

향, 장기지향성, 자제성 등 차원에서 근사한 분포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교문

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Bang, 2016). 공통 이 있는 반면 국 남성주의

문화  한국의 여성주의 문화, 한국의 높은 불확

실 회피성 문화  국의 낮은 불확실 회피문화

라는 차이 을 가지고 있다.

Hofstede 분석에서 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

성  여성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문화는 여성

이며 친화 인 계를 선호하고, 개인보다는 조직

의 향을 많이 받는다. 국의 문화는 좀 더 남성

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단할 수 있다. 불

확실성 회피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불확실 회피

성 높으므로, 감정 인 경향이 있고, 계획과 규범 

규제를 이용한 신 한 태도를 취한다. 그 반면 

국은, 변화에 해 편안히 받아들이고, 규칙보다는 

모험심이 많고, 융통성이 강하다(B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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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Figure 

2>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3.2 가설 설정 

3.2.1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자가 MOOC를 사용할 때 

자기 주도  학습을 원하는 내재 인 심리 욕구

이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특정 활동에서 사용

자가 지각된 자율성을 느끼면 내재  동기를 향상

시킬 것을 보유하고 있다(Ryan and Deci, 2000). 

E-learning 역에서 학습자의 지각된 자율성이 

외재  동기인 지각된 유용성과 내재  동기인 지

각된 즐거움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Roca et al., 2008; Sørebø et al., 2009). 학생

들이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자율성을 느낄 때 학습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인식한다(Cheon et al., 2012). 

Nikou et al.(2017)는 학습자가 MBA(Mobile- 

Based Assessment) 사용에서 실증분석 결과 지

각된 자율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Kim(2012)은 기본심리욕구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몰입을 증진시키

기 해서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충족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Zhao et al.(2011)의 연구

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계성이 호기심을 매개로 몰입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Kim et al. 

(2014)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환경, 기본심리욕구, 

학습몰입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보 다. 

H1a : 지각된 자율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a :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a : 지각된 자율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자가 MOOC를 사용할 때 

자신이 MOOC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컨

트롤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지각된 유능성을 충족시키면 동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Ryan and Deci, 2000). E- 

learning 역의 많은 선행연구는 지각된 유능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Roca and Gagné, 2008). Joo et al.(2016)

은 Facebook 사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

과 유능성  계성은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학습자의 기본심리욕구(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계성)를 충족시키면 학습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능성이 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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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en et al., 

2010; Deci et al., 2001; Kim et al., 2014; Zhao et 

al., 2011). 

H1b : 지각된 유능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 :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b : 지각된 유능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각된 계성

지각된 계성은 MOOC 사용자가 MOOC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Ryan and Deci, 2000). MOOC 

사용자의 계성 욕구는 사용자가 학우, 교사, 동

료, 상사, 친구 등 요한 사람과 계를 맺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Ryan and Deci, 

2000).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면 자율성과 유능성

이 동기부여에 큰 향을 주지만, 사람들이 다른 

조직과의 연 성을 느낄 때 그들의 그룹 목표를 

더욱 지지한다.

H1c : 지각된 계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c : 지각된 계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c : 지각된 계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몰입 

MOOC의 지각된 유용성은 MOOC 사용자가 

MOOC를 사용하여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

라고 믿는 정도이다(Davis, 1989). 지각된 유용성

이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한 변수이다(Bhattacherjee, 2001; Bhatta- 

cherjee et al., 2008). 지각된 용이성은 MOOC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즉 사용자는 사용하기 쉽

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확

률이 높다. 

MOOC 학습에서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지각

으로 동기 부여가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을 

가지는 심리  상태로서, MOOC 학습에 한 흥

취와 극 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

는 것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75).

Park(2015)은 학 음악 교양교육에서 학습 몰

입이 학습지속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실

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Guo et al.(2016)는 온

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

인과 학습몰입 결과 요인들을 포함한 온라인 학습 

지속사용의도에 해 연구하 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내재  동기 부여(즉 지각된 즐거움)가 사용자

가 기술 수용의도의 요한 제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05; Roca and Gagné, 

2008; Sørebø et al., 2009).

H4 : 지각된 용이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5 :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6 : 지각된 용이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7 :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8 : 학습몰입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4. 실증 연구

4.1 연구 차  자료수집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

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해 국과 한국에서 MOOC를 사용

하고 있거나 MOOC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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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Factors Items

PEU
(Perceived Ease of Use)

PEU3 .817

PEU4 .779

PEU5 .709

PEU1 .700

PEU2 .673

PU
(Perceived Useful)

PU3 .773

PU4 .742

PU2 .703

PU1 .701

PR
(Perceived Relatedness)

PR4 .861

PR5 .833

PR3 .781

PR2 .715

PC
(Perceived Competence)

PC3 .788

PC2 .746

PC1 .702

CUI
(Continuous Usage Intention)

CUI3 .726

CUI5 .714

CUI2 .689

LF
(Learning Flow)

LF5 .692

LF3 .654

LF4 .615

PA
(Perceived Autonomy)

PA2 .823

PA1 .809

Cronbach α 0.886 0.888 0.872 0.826 0.827 0.848 0.794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easure frequency Rate

Gender
Male 188 68.4

Female 87 31.6

Age

< 20 9 3.3

> 20 140 50.9

> 30 46 16.7

> 40 51 18.5

> 50 28 10.2

> 60 1 .4

MOOC-
enabled
devices

PC 85 30.9

Laptop 98 35.6

Phone 78 28.4

Tablet PC 14 5.1

Type of
study

Language 83 30.2

Social Science 85 30.9

Technology 64 23.3

Etc 43 15.6

Country
Korea 139 50.5

China 136 49.5

Total 275 100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of Samples 들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302부를 받았고, 그  불성실한 응답자,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275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탐색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

lysis)을 통해서 각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 고, 요인 회

방법은 직각회 (varimax) 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간의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체 으로 0.7 이상으

로 신뢰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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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Estimate S.E. C.R P-value result R
2

H1a 0.032 0.072 0.502 0.616 Rejected

0.591H1b 0.619 0.084 6.602 *** Supported

H1c 0.228 0.045 3.386 *** Supported

H3a 0.242 0.086 2.935 0.003 Supported

0.527H3b 0.398 0.09 4.408 *** Supported

H3c 0.237 0.053 3.334 *** Supported

H2a 0.129 0.076 1.826 0.068 Supported

0.663

H2b -0.037 0.107 -0.539 0.59 Rejected

H2c 0.257 0.051 4.169 *** Supported

H5 0.474 0.102 5.889 *** Supported

H4 0.175 0.078 2.632 0.009 Supported

H8 0.263 0.102 3.627 *** Supported

0.688H7 0.359 0.105 3.519 *** Supported

H6 0.334 0.075 4.498 *** Supported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Test

PA PC PR PU PEU LF CUI

AVE .803 .833 .868 .889 .877 .866 .843

CR .671 .625 .623 .668 .59 .684 .645

<Table 3> Construct Reliability and Model Fit Table

χ2 = 355.559(df = 227, p = 0.000), χ2/df = 1.566, GFI = 

0.909, AGFI = 0.88, NFI = 0.921, RMSEA = 0.045.

CUI PA PC PR PU LF PEU

CUI 0.803 　 　 　 　 　 　

PA 0.549 0.819 　 　 　 　 　

PC 0.603 0.682 0.790 　 　 　 　

PR 0.475 0.345 0.432 0.789 　 　 　

PU 0.769 0.518 0.718 0.498 0.817 　 　

LF 0.742 0.541 0.613 0.608 0.762 0.827 　

PEU 0.737 0.589 0.624 0.483 0.699 0.667 0.768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4.3 확인  요인분석

먼  연구모형의 합도의 평가지표로 GFI(good-

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FI), 카이자

승, 카이자승에 한 p값을 용하 다. 그 결과, 

카이자승 값은 355.559(df = 227, p = 0.000), χ2/

자유도(Q값) = 1.566, GFI = 0.909, AGFI = 0.88, 

NFI = 0.921, RMSEA = 0.045 등으로 나타나 

반 으로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념 신뢰성

(CR : Construct Reliability)은 0.7 이상, 추출된 

분산 평균(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은 0.5 이상으로 개념 신뢰도를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 잠재변인 사이의 상 계와 AVE의 제곱

근 값을 비교해봤을 때 AVE 제곱근 값이 다른 

상 계수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별 

타당도 역시 확보했다고 단할 수 있다. 

4.4 연구가설 검증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Table 5>)를 살펴

보면 PA(지각된 자율성)가 PU(지각된 유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H1a 기각되

었다. 이것은 재 온라인상에서 이미 많은 무료 

수업을 제공해 주고, 학교 수업도 자율 으로 선

택 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MOOC 사용에 있어 

지각된 자율성이 학습몰입과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미치지만, 지각된 자율성으로 인해 MOOC가 

유용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단한다. 한 PC

(지각된 유능성)가 LF(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H2b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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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Korea(139) China(136)

Estimate P Estimate P

H1a

PU

← PA -0.029 0.791 Rejected 0.039 0.749 Rejected

H1b ← PC 0.752 *** Supported 0.612 *** Supported

H1c ← PR 0.112 0.149 Rejected 0.227 0.020 Supported

H3a

PEU

← PA 0.169 0.137 Rejected 0.271 0.029 Supported

H3b ← PC 0.447 *** Supported 0.543 *** Supported

H3c ← PR 0.173 0.037 Supported 0.154 0.104 Rejected

H2a

LF

← PA 0.141 0.189 Rejected 0.213 0.035 Supported

H2b ← PC -0.329 0.083 Rejected 0.106 0.487 Rejected

H2c ← PR 0.299 *** Supported 0.002 0.979 Rejected

H5 ← PU 0.771 *** Supported 0.517 *** Supported

H4 ← PEU 0.109 0.259 Rejected 0.213 0.139 Rejected

H8

CUI

← LF 0.197 0.046 Supported 0.663 0.018 Supported

H7 ← PU 0.481 *** Supported 0.131 0.502 Rejected

H6 ← PEU 0.330 *** Supported 0.07 0.665 Rejected

<Table 6> 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한 PC는 PU에 제일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0.619, p = 0.000). 이것은 학습자

가 MOOC 사용에 해서 유능감을 느끼고 MOOC

가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직 으로 학

습몰입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는 MOOC를 익숙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

의 능력을 이끄는 것을 원한다고 단할 수 있다. 

4.5 다 집단분석(Moderating Effects of 

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국․한국)에 따라 각 요인

간의 계 차이를 보기 해 다 집단분석(MSEM : 

Multiple-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실시하 다

다 집단분석의 결과 χ2에 한 차이 분석 결과, 

χ2 = 40.804, p = 0.01이 얻어져 통계 으로 유의

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국․한국)는 조 변

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국의 국가 간의 차이에 한 

비교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과 한국이 많은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각된 자율

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H3a

과 지각된 자율성이 학습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

다는 가설 H2a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모두 기각

되고, 국에서는 모두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은 MOOC 사용에서 자율성의 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계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3c과, 지각된 계성이 학습

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H2c를 살펴보면, 한

국에서는 모두 채택되고, 국에서는 모두 기각으

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MOOC 사용에서 

계성의 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계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H1c를 살펴보면, 앞에 결과와 다르

게 한국에서 기각되고, 국에서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계성으로 인해 학습몰

입 같은 내재  동기를 구축하지만, 계성으로 

인해 MOOC가 유용하다는 외재  동기는 구축하

지 못한다고 단하고, 국은 그 반 로, 국식 

guanxi로 인해 MOOC의 유용성을 느낀다고 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친다는 세 개 가설(H8, H7, H6)을 살펴보면, 

국에서는 학습몰입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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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이 미치고(0.663, P = 0.018), 다른 가설은 

기각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모두 채택으로 나왔지

만, 그 에서도 지각된 유용성(0.481, P = 0.000)

이 제일 큰 향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에서는 MOOC 지속사용에 있어, 학습몰

입 같은 내재  동기의 향력이 제일 큰 것으로 

단하고, 한국에서는 MOOC가 유용해야 한다는 

외재  동기의 향력이 큰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향후연구 방향

앞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자율성이 학습몰입

과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지

만,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음

을 확인하 다. 그 것은 학습자가 MOOC에서 자

율성을 느끼므로, MOOC 사용이 쉽다고 생각하

고, 학습에 몰입하지만, 자율성으로 인해 MOOC

가 유용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재 온라인상에서 

이미 많은 무료 수업을 제공해 으로써, 사람들

은 MOOC 사용에서 자율성에 해 민감하지 않

다고 단한다. 

둘째, 세 개의 기본심리욕구  지각된 유능성

은 지각된 유용성(0.619, P = 0.00)과 지각된 용이

성(0.398, P = 0.00)에 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몰입에 직

인 향을 주지 않고,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을 통해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것은 학습자가 MOOC 사용에 있어 자

신감은 있지만, 학습의 유능성과 유용성을 느껴야 

학습에 몰입한다고 단한다.

셋째, 학습자가 MOOC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학습몰입이 모두 지속사용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는 학습몰입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속사용의도, 

지각된 용이성과 지속사용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

가 있은 것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한․  그룹간의 비교를 보았을 때 

국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먼  지각된 자율성과 지각된 계성에서 그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계성이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국에

서는 자율성이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이 결과

를 Hofstede 문화 차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계성을 선호하고, 국은 자기주장이 강

하다고 단할 수 있다.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국은 학습몰입(0.663, 

P = 0.018)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제일 많이 미

치지만, 한국은 지각된 유용성(0.481, P = 0.00)이 

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문화 차이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은 

계획과 규범 규제를 이용한 신 한 태도를 취하여 

외재  동기로 인해 행동을 취하고, 그 반면 국은 

규칙보다는 모험심이 많고 자기주장을 시여김으

로 외재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학습몰입)로 인

해 MOOC를 지속사용한다고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MOOC 사용자의 인지한 측면에

서만 MOOC 지속사용의도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MOOC의 특성도 고려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차이

분석 측면에서 실증분석결과의 일부분만 Hofstede 

문화차이이론을 통해 이론  분석이 이루어 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한국 간의 차이가 더욱 깊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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