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affecting learning engagement,

satisfaction, continuance intention in China-MOOC.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334 students who were

taking MOOC clas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ling analyse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self-regulated learning and interaction significantly affected

learning engagement. Second, interaction had direct effects on satisfaction. Third,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

continuance intention. Furthermore, satisfaction mediated relationships between inter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self-regulated learning, interaction, learning engage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China-MOOC learning. Further implication are discus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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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규모의 공개된 온라인 강좌를 뜻하는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누구나 세계

유수 대학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이다(교육부, 2018). MOOC는 교육비용

은 비교적 저렴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지적인 관심

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육플랫폼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Gutiérrez-Rojas et al., 2014).

국내에서는 2015년에 한국형 MOOC(K-MOOC)

를도입하여, 학습자들에게대학강좌를개방하고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까지 누적 300여 개 이상의 강좌를 개

설․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8).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8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되었

으며, 수강생은 2017년까지 총 누적 8,100만 명을 돌

파하였고(Shah, 2017),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3년부터 대학과 기관이 참

여하여 MOOC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준비를 시작하였다. Coursera 및 edX와 같은

플랫폼에 중국어로 된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며, 자

체 개발 플랫폼인 XuetangX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MOOC 제공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확장

하고 있는 중국 MOOC의 사용자는 미국-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며, 2019년 5월 기준

으로 수강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고 125,000개의

MOOC 강좌가 진행됐고 6,500만 명의 대학생이

MOOC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중국교육부, 2019).

이와 같은 중국 MOOC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문헌연구는 대부분 북미와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MOOC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다소 제

한적일 수 있고(Trehan et al., 2017).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므로 다양한 맥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MOOC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MOOC 학습에서 코스 이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Jordan, 2014). XuetangX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이수율이 4.5%에 불

과하였으며, 칭화대의 경우 각 MOOC 학습자가 등

록한 평균 코스 수는 3.78이었지만 평균 완료 코스

수는 0.48로 매우 낮았다(Feng et al., 2019). 코스

이수율은 실제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와 성과를 의미

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MOOC 학습자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학습경험을 증진시키며, 상호작용

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한 교수설계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Guardia et al., 2013; Yousef et al., 2014; 임걸,

김미화, 2014).

학습참여는 학습자가 학습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들이 학습에

심층적으로 참여할 때 높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논의되는 지표이다(Webster and Hackley,

1997). 즉, 학습자가적극적으로 참여하게되면보다

양질의효과적인학습이이루어지기때문에(Johnson-

Farmer and Frenn, 2009; Kember, 2009) MOOC

학습환경에서도 주목해야 할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만족도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매체, 전략을 새롭게

도입했을 때, 이에 지속해서 흥미와 관심을 두게 될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MOOC 학습에서도 성

과지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임정훈, 2001; 주

영주, 최혜리,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를 MOOC 학습 성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중국의 MOOC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 학습참여, 상호작용, 만족

도, 지속사용의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여,

MOOC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전략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MOOC 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 상호

작용은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MOOC 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 상호

작용, 학습참여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MOOC 학습에서 만족도는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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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중국 MOOC 현황

MOOC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중국에서도

2013년 처음 MOOC가 도입되었으며, Xuetangx과

Smart Tree와 같은 중국형 MOOC 플랫폼이 생

겨났다. 최근 중국 내 많은 대학들이 국가의 지원

으로 MOOC 코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중

국 MOOC 플랫폼은 Xuetangx, CNMOOC, 중국

대학 MOOC 등을 예로들 수 있다(우기, 2018).

“Xuetangx.com”은중국칭화대에서개발한MOOC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코스를 제공한

다. 현재 칭화대 베이징대 등 수십 개의 대학의 학

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과학, 기업가 정

신, 과학, 공학, 문학, 역사 및 예술을 포함한 광범

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2016 년 10월까지 이 플

랫폼에 등록 학생 수는 500명이며, 1000개 이상의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중국 대학 MOOC(https://

www.icourse.163.org)”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Netease가 개발한 플랫폼으로, 교육부의 우수교육

과정과 중국 대학의 강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스

스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과목에는 교사가 정한

평가의 기준이 있어서, 학습 결과가 이에 충족되면

합격 증명서를 받게 된다. “CNMOOC”는 중국 상

위권 대학을 통해 설립된 플랫폼으로,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해 중국 내 높은 수준의 MOOC 플랫

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방형 협력교육을 추구

한다. 이 플랫폼은 과제의 리뷰와 관련한 기능이 있

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

목의 성적과 학습의 기록 등이 자동 통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Cheng, 2019). 이처럼 중국에서도

MOOC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MOOC를 교육

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학습자가 어떻게 MOOC 학습에 참

여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 MOOC의 학습 지속과 만족도, 그리고 영향 요

인 간의 통합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MOOC에서 학습참여, 학

습지속의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MOOC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는데, 초기에는 MOOC의 도입과 발전 방향에 관련

한 연구(배예선, 전우천, 2014; 김자미 외, 2015; 최

경애, 2016; 박창언, 2016)와 MOOC 관계자의 인

식과 관련한 연구(강경희, 2017; 하오선, 정민호,

2017)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실제로학습이이루어진사례(명순구, 2016; 김

성희 외, 2018; 박태정, 나일주, 2016)와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변문

경, 조문흠, 2017; 주영주, 김동심, 2017; 정한호,

2017; 강영민 외, 2018). 하지만, MOOC가 크게 확

장한데 반해 아직 MOOC 성과에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수

연, 2018).

2.2.1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학습참여는 학습자가 학습결과를 얻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성취

도, 만족도와 함께 학습성과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변인이다(Carini et al., 2006). 본 연구에

서는 학습 과정 중에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적 참여, 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여를 모

두 포함하여(유지원, 강명희, 2012; Coates, 2006)

학습참여라고 정의하였다. 과정 이수 중 중도탈락

등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고등교육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Kuh et al.,

2008).

MOOC를 기반으로 한 자기조절과 학습참여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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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맥락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자기조절

학습이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항녕(2002)의 연구는 웹기반 교

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탐색 연구

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참여도를 15% 이상 설

명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은솔과 이현우(2013)는 Facebook 기반 토론에서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이 참여도가 높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호작용이 학습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또

한 많지 않았으나, Lai et al.(2019)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

으로 상호작용이 학습성과 및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습

성취도 및 학생 참여도가 향상되었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MOOC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상호작

용이 활발할수록 MOOC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2.2.2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 학습참여가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도는 온라인 학습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확인

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변인중 하나이다. 특히 만

족도는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적 방법이나 전략, 혹

은 매체에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 등을 지속할 것인

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임정훈, 2001; 주영주, 최혜리, 2011). 학습참여와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참여가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정겸과

백춘애(2010)는 방송고등학교의 사이버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는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승진 외(2006)는 평생

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도에 따

른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참여빈도와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

자기조절학습과 만족도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

다. Puzziferro(2008)는 온라인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만족도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분석하

였으며, 국내 대학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한 구양미

(2006)는 블랜디드 러닝에서 학습자는 자기주도학

습과 자기조절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참여도

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

다. 주영주 외(2008)은 사이버대학의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이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허균(2009)

은 블랜디드러닝 학습 맥락에서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밝혔다. 주영주 외(2011)는 사이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의 맥락에서 진행한 연

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 사회적 실재감, 학습몰

입, 만족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학습몰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영은(2011)은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동아리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습자는 자기조

절학습능력이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강성욱, 2010), 특히, 온라인 교육에

서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습동기와 학습과정

이 촉진되며,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교수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김희

정, 2011). MOOC 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만족도

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이러닝의 교

수자-학습자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김미량(2005)은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

자, 학습자-콘텐츠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교수자-학습자, 학습자- 콘텐츠구성과 내용에의한

상호작용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김정겸과 정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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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의 연구에서, 이러닝에서 만족도에 대한 상

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콘텐츠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교수자-학습

자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

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

았으나, 학습자-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의사소

통 불안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김은주(2004)의 연구가 있었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참여,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은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MOOC 학습에서 학습참여, 자기조절학

습, 상호작용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2.2.3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 학습참여, 만족

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속의도는 온라인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수업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

습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구되어 왔다(하

영자, 임연욱, 2010).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중도탈

락률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학습의

성과로서 학습지속의도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의 관계를 알아본 실증연

구는 대부분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hattacherjee(2001)

는 만족도가 추후에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

용할지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국

내의 정철호 외(2011)의 연구에서 학습자가 이러

닝 학습 서비스를 마친 후 만족도의 정도가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주영주 외(2014)

의 연구에서 또한 모바일러닝에서 사이버대학생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

행연구를 종합하면, 온라인 학습에서 만족도는 지

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OOC 학습에서 만

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연구에서는최근중국에서주목받고있는MOOC

플랫폼인 중국대학 MOOC(www.icourse163.org)

의 코스를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중국 대학 MOOC는 여타의 플랫폼과 비

교하여 15만 교과를 보유하며, 이용자수가 2500만

명으로 강좌수와 수강자수가 많은 편이며, 강의 내

용이 다양하고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

능 및 내용과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플

랫폼으로 본 연구에 적절하다 판단되어 연구 맥락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중국 대학 MOOC 코스를 수강하

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최종 334명이참여하였다. 본연구에참여한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123명(36.8%), 여성은 211명

(63.2%)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221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96명(28.7%),

30대 13명(3.9%), 50대 4명(1.2%)순이었다. 직업은

대학생이 281명(84.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

학원생 16명(4.8%), 기타 14명(4.2%), 직장인 11명

(3.3%), 고등학생 8명(2.4%), 자영업자 4명(1.2%) 순

으로 분포되었다. 전공은 교육학 72명(21.6%), 인문

학 60명(18.0%), 사회과학 43명(12.9%), 공학 43명

(12.9%), 예술 41명(12.3%), 자연과학 32명(9.6%),

기타 11명(3.3%)으로 다양하였다. MOOC를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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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동기로는 ‘나의 학습(연구)의 보완과 발전

을 위해서’가 156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적 흥미와 학문적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가 100명

(29.9%), ‘학점 취득을 위해서’가 55명(16.5%), ‘취업

을 위한 시험이나 인터뷰 준비’가 23명(6.9%)순이

었다. 마지막으로 수료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9명(77.5%)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5명

(22.5%)이었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 학습참

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도구가 사용되었다. 이를 기존의

도구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교

육공학 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사

용하였다. 측정을 위해 온라인에서 연구대상자에

게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되었다.

3.2.1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을 파악하기 위해

Barnard et al.(2009)의 자기조절학습 측정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문항은 ‘나는

MOOC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내

가 배운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해 본다.’ 등의 12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3.2.2 상호작용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MOOC 교육을 수행하는 동한 상

호작용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Hone and El Said

(2016)의 상호작용측정문항을수정하여사용하였다.

상호작용 문항은 ‘나는 MOOC 수업에서 다른 학생

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충분했다.’ 등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다.

3.2.3 학습참여 측정도구

MOOC 교육에 대한 학습참여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un and Rueda(2012)의 학습참여

측정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참여 문항은

‘나는 MOOC 강좌의 규칙을 준수한다. ’ 등의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문

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3.2.4 만족도 측정도구

MOOC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rachota(2006)의 만족도 측정문

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만족도 문항은 ‘나는

이 MOOC 과목에 매우 만족한다.’ 등의 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3.2.5 지속사용의도 측정도구

MOOC의 지속사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Alraimi et al.(2015)의 지속사용의도 측

정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속사용의도 문항

은 ‘나는 앞으로도 MOOC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 MOOC 사용학습자 334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오프라인

설문과 Google 드라이브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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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3월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

시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확인하였다. 또

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

인(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하였

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고, 최대

우도추정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

정하였고, 유의수준 .05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카이제곱(χ2) 검증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분석방법으

로는 제약 모형과 비제약 모형을 구분하여 두 모

형의 △χ2을 살펴보았다. 분포도에 따르면 자유도

가 1이고 유의수준이 0.05일 때의 기준값(임계치)

은 3.84이므로 두 모형의 차이가 3.84보다 크면(즉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비제약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 되고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3.84보다 작으면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므로 제약모형이 채택되어 조절효과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측정변수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은 최소 3.85에서

최고 3.98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최소 .57에서

최고 .72였다. 왜도는 절댓값 최소 .22에서 최대 .61,

첨도는 절댓값 최소 .13에서 최대 .94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왜도 절댓값이 2보다 작고 첨도 절댓값

이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다변량 정상

분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et

al., 1996).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적정성

이 가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향변인들간의

분산팽창요인(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이하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1 2 3 4 5

1. 자기조절학습 -

2. 상호작용 .74* 　- 　 　 　

3. 학습참여 .83* .82* 　- 　 　

4. 만족도 .73* .81* .83* 　- 　

5. 지속사용의도 .69* .78* .79* .80* -

평균 3.85 3.97 3.89 3.98 3.94

표준편차 .60 .59 .57 .59 .72

왜도 -.39 -.31 -.22 -.40 -.61

첨도 .81 -.20 -.17 .13 .48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334)

*p < .05.

4.2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χ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
모형 321.54 160 .00 .97 .96

.06
(.046∼.064)

참고
기준값 p > .05 - - > .90 > .90 < .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n = 334)

*p < .05.

다음으로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

변인들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요

인부하량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

.70 이상이어야 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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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

경로별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74 이상으로 나타나

구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 CR)는 .70 이상일 때 적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

인의 개념신뢰도는 .89 이상으로 적합한 신뢰도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를 분석하였으며, AVE

의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

는 기준치인 .5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참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구조모

형에 대한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χ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
모형 326.29 163 .00 .97 .96 .055

(.046∼.063)

참고
기준값 - - - > .90 > .90 < .1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n = 334)

*p < .05.

4.4 간접효과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학습참여, 상호작

용이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지속사용의도에 간접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Sobel(1982)의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을 통한 간접

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로 Zab p

자기조절 → 만족도 → 지속사용의도 -0.90 p > .05

학습참여 → 만족도 → 지속사용의도 0.76 p > .05

상호작용 → 만족도 → 지속사용의도 2.50 p < .05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n = 334)

*p < .05.

첫째, 자기조절학습이 만족도를 매개로 지속사용

의도에 미친 간접효과는 z = -0.90(p > .05)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학습참여

가 만족도를 매개로 지속사용의도에 미친 간접효과

는 z = 0.76(p > .05)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

하지 않았다. 셋째, 상호작용이 만족도를 매개로 지

속사용의도에 미친 간접효과는 z = 2.50(p < .05)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는 <표

5>와 같으며, 이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만족도

에 β = -.10의 간접효과를 보이며, 상호작용이 만

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β =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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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학습참여
←자기조절

학습 .29 .29 - .35 .35 -

←상호작용 .74 .74 - .66 .66 -

만족도

←자기조절
학습 .00 .-09 .09 .00 -.10 .10

←상호작용 1.20 .97 .09 1.00 .81 .19

←학습참여 .30 .30 - .28 .28 -

지속사용
의도 ←만족도 1.10 1.10 - .98 .98 -

<표 5>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분석 결과
(n = 334)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국의 MOOC 환경에서 자기조절학

습, 상호작용, 학습참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간

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이 학습참여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 학습참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참

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온라인 교육에서

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항녕, 2002; 박은

솔, 이현우, 2013). 즉, MOOC를 사용하는 학습자

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실행을 조절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MOOC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OOC 환경에서의

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므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상호작용이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자-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학

습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상

호작용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한

Lai et al. (201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자기조절학습, 상호작용, 학습참여가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만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닝에서 교수자-학습자, 학

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던 선행연구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미량, 2005; 김정겸, 정회인, 2011; 김은주, 2003).

즉,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

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면대

면 학습과는 달리 MOOC 학습은 학습자와 교수

자를 직접 만날 수 없고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해

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간의

소통과 협력 학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

이다.

반면, 자기조절학습과 학습참여는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내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잘하는

학습자일수록학습의만족도가높으며(구양미, 2006;

주영주 외, 2008; 허균, 2009), 학습참여도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한승진 외, 2006; 김정

겸, 백춘애, 2010)와 달랐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두 변인 이외에 다수의 변인이 포함된 통합적

인 구조 안에서 인과관계를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중국문화 특성상 중국 MOCC에서는 상

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중국 MOOC 자유게시판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 그에 대한 도움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격려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였

다. 이는 중국 MOOC와 한국 MOOC를 비교하는

후속연구들을 해보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Dagger and Sweeney,

2006; 김지숙외, 2015; 주영주외, 2014), MOOC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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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앞으로 자신이

MOOC를 활용하여 다른 강좌도 학습하고자 하는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MOOC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중도탈락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MOOC

학습에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상호작용은 만족도를 매개로 지속사용의도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OOC 학습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수록 해당 학습

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이는 향후의

MOOC 학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향상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MOOC 학습에서 학습참여, 만족

도, 지속사용의도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영향요인은 학습참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99%

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또한 MOOC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 연령, 전공, 수강 동기 및 수강

경험 등의 배경적 특징도 확인할 수 있어 선행연구

와의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중국

MOOC의 학습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기 때문에,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향후 중국 MOOC 학습을 지속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의 중국 MOOC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중

편의 표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전공,

동기 등에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만, 대부분

20대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전체 MOOC 학습자

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연구대상의 폭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하여,

학습참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통합적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조

절학습, 상호작용, 학습참여 변인의 하위요인이 어

떠한 영향을 각각 미쳤는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검증을 수행한다면, MOOC의 학습참여, 만족도,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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