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e to spread of covid-19, which began in December 2019, the usage of online distance learning has expanded
within colleges. However, because of the lack of readiness for running online distance learning, professors and students
had to experience a lot of inconvenience. In the near future, the usage of online distance learnig is expected to more
expand, thus, it seems that there should be a strategies for sustainable online learning opera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ich factors have impact on the continuance intention to usage of online distance learning of airline
department students, focused on Post-Acceptance Model.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fter collecting 136 survey data. The results is as follow; First, user interface has positive impact
on confirmation and confirmation has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of online distance learning. Seconds, confirmation
has positive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flow and social presence. Third, social presence has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of online distance learning, but perceived usefulness and flow didn’t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impact
on satisfaction. Finally, statisfaction of online distance learning has huge positive impact on continuance intention to
usage. It is expect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enable colleges effectively to run online distance learning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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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12월 촉발된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지속

되자 국내외 대부분 대학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수업이 가능한 강좌에 원격강의를 적용하

였다. 또한 최근 유네스코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

로벌기업과 함께 ‘세계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을 발족하여 전 세계 각국의 원격 및 재

택교육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려하

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0).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전 세계의 교육현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으

로 인해 본격적으로 원격수업 시대에 진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원격수업은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웹

교육, 이러닝, 스마트러닝 등 유사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방법과 함께 확대되어왔다(이영희 외, 2020). 김

광용(1998)에 의하면 원격수업은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해 크게 4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첫 째, 원격수업은 대량교육체제에 의한 교

육의 생산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둘째,

원격수업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자기주도적인

자율학습과 개별학습을 진행 할 수 있다. 넷째, 학습

자는 최신 정보기술을 응용한 여러 학습체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수업의 장점을 기반으로 국내 대학들

도 일찍이 K-MOOCs 및 여러 온라인 학습법과 함

께 원격수업을 강의 현장에 도입하려 하였다. 특히

국내 대학들은 오프라인이 가지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제약을극복하고대학의양적확장의한수단으

로 원격수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김동심, 이명화,

2019; 이영희 외, 2020; 이혜정 외, 2019 ). 그러나

국내의 원격수업은 여러 규제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강의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전체 강의 대비 강의

수 역시 매우 낮아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활용은 매

우 미비한 실정이었다(이영희 외, 2020). 특히 올해

국내 대학들의 원격수업 비중 확대는 코로나 19라

는 갑작스러운 변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

사계획에 있던 대면 수업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대

체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준비도가 매우 부족

하여 행정직원,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많은 어려움

을호소하기도하였다(서울경제, 2020; 도재우, 202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이후의 상

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온라인 및 원

격수업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포스트코로나로

명명되는 이후 사회에서는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남

창우, 이영태, 2020) 대학의 교육현장 역시 이러한

흐름을 역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

락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질 원격수업의 효과

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국내 대학

들의 교육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

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원격수업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원격수업을

학습에 활용하려 하게 하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의 교육에 있어 비대

면 수업의 역할과 품질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서비

스의 특성상 항공과 학생들의 경우 지식 습득만이

아닌 교수자와의 대면을 통한 서비스 역량을 강화

하는 교육과정을 듣게 된다. 이 교육과정에서 중요

한 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학생들에 대한 교수진들의 피드백

여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내서비스, 인성 및

이미지메이킹과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교

수진 및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항공서비스 관련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최진, 이승호, 2019).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비대면 원격수업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온라

인 환경에서 기초적인 실습과 교수진 및 학생들 간

의 피드백 등이 가능하기에 서비스 역량을 갖추어

야 하는 항공과 학생들에게 있어 비대면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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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기능, 그리고 그 활용여부는 교육성과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

로 확대된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항공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인을 통해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만족하고 지속

적으로 이를 학습에 활용하려 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Bhattacherjee

(2001)의 후기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주요 요인들 간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원격수업

원격수업은 초기 디지털 화상회의에서 출발한 학

습방법이며 교사와 학습자가 원거리에서 실시간으

로 수업을 전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학습 방법을

말한다(김광용, 1998). 이러한 원격수업에서의 핵심

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Gilham and Moody,

2001; 김인석, 김봉규, 2014). Moore and Kearsley

(2011)는 원격수업의 상효작용을 위한 몇 가지 강

조사항을 설명하였다. Moore and Kearsley(2011)

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과 같이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교

수자들은 학습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 및 피드

백 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

으로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학

습자들이 자신이 실제 수업 공간 안에 있고 마치

누군가실제로자신을도와주고있다는느낌이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oore

and Kearsley, 2011).

한편 항공서비스 산업은 고객들의 발권부터 비행

까지 승무원들의 고객접점에서의 서비스 역량이 매

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이미혜, 2010). 특히

Solomon et al.(1985)가 제시한 고객접점(MOT)의

개념과 그 서비스 정신이 초기 항공사에서 시작 되

어 훗날 서비스 전분야에 벤치마킹 되었듯 항공과

학생들에게 있어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역량의 강화

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항공서비스 관련 대학들의 교육과정

은 일반 이론과 더불어 이미지메이킹, 항공예약실

무,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고객접점에서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의로 구성된다(최진, 이

승호, 2019). 특히 해당 과목들은 수업 시 실습에 대

한 학생과 학생 간 및 학생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과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다. 온라인수업

의 특성상 직접 대면하여 피드백과 상호작용하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원격수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

들이 실습하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학생과 학생 및

교수자 간 피드백은 가능하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

나 시대 이후에도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에서는 실시

간 원격수업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서비

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원격수업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원격

수업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조건 및 요

인을 밝히려 하였다. 이는 크게 상호작용을 통해 나

타나는 요인, 개인과 관련한 요인과 원격수업을 위

해 설치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인으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호작용과 관련한 요인으로

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학습자의 몰

입, 원격수업 중에도 자신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상

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존재감 등

이 원격수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Husma et al., 2004; 고일상 외, 2006; 유

일, 2003; 임철일 외, 2012).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전략은 원격수업의 학

습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이영희

외, 2020; 하영자, 임연욱; 2010; 한순미, 2006) 프

로그램의 반응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시

스템의 기능도 원격수업 및 이러닝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Stewart

et al., 2013; 김태웅, 2010; 이종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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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후기수용모델

후기수용모델은 Oliver(1980)가 제안한기대-일치

이론을바탕으로정보시스템의지속사용의도에영향

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밝히기위해 Bhattacherjee

(2001)가 제안한 이론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후기

수용모델은 기대-일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기대충족(confirmation),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만족(satisfaction)으로구분

한다. 다시 말해, 시스템의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전

이에대해예상되는성과를기대하고실제사용후이

기대가 충족되면 유용성을 지각하고 시스템에 만족

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해

당 시스템을 사용하려 한다(Bhattachrejee, 2001).

이러한 후기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여

러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

속사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어 오고 있다.

무엇보다 Bhattacherjee(2001)는 후기수용모델이

사용자들이 시스템 사용 전 지각하는 성과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적하

였는데최근연구들은기대충족전사용자들의시스템

및 서비스에 기대하는 성과를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

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Venkatesh

et al.(2011)은 UTAUT 모델을 후기수용모델과 통

합하여 시스템 사용 전 사용자의 믿음과 태도는 사

용 후 기대충족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Oghuma et al.(2016)

의 경우 한국의 모바일 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메신저의 기대되는 성과인 서비스 품질은 기대

충족에 영향을 미치고 기대충족은 즐거움, 인터페이

스,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요인들을

통해 메신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밝

히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원격수업 전 수업에 사용하는 프

로그램의 기능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프로그

램의 인터페이스 기능이 저하될 경우 이는 수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김태웅,

2010; 이종기, 2016). 때문에 원격수업에 있어 프로

그램의 인터페이스는 원격수업의 기대충족을 위한

기대된 성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수업 프로그

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학습자들이 원격수

업 경험 전 기대하는 성과 요인으로 활용하여 기대

충족 과의 관계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원격수

업의 성과에 있어 상호작용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참고하여(Moore and Kearsley, 2011;

Gilham and Moody, 2001; 김인석, 김봉규, 2014)

상호작용에 대한 요인으로 나타난 몰입과 사회적

존재감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항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

격수업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이론인 후

기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원격수업의 효과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보고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몰입 및

사회적 존재감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 관계를 규

명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Zoom’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수업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진행하

였다. 기본적으로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한 시스템

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 스마트 폰 등

의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

로 학생들은 회의실에 접속하면 시스템의 화면을

통해 교수자와 다른 학생들의 접속여부와 얼굴을

볼 수 있다. 또한 음성지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

및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채팅창을

활용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경우

직접 얼굴을 비추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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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실시간 원격수업 시스템 및 수업 예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특정 기능을 활용해 준비된

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시스템의 예시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설정

3.2.1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대충족

정보시스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던

인지된 용이성(ease of use)은 시스템 채택에 대

해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된다(Bhattachrjee, 2001;

Karahanna et al., 1999; Oghuma et al., 2016).

또한 용이성은 최근 이루어지는 기술의 매우 빠른

발달 속도로 인해 이전과 같이 시스템의 채택이나

지속사용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영향이 줄어

들고 있다고 보고된다(Cho et al., 2009; Kumar

et al., 2004).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채택과 지속사용의도에 대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가 용이성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Cho et al., 2009; Kumar et

al., 2004).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연하

고 신속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을 더욱 더 쉽게 활용하여 설정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Oghuma et al., 2016). 원격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가 사용하는 프로그

램의기능이저하될수록학습효과역시떨어지는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기능이

보다 학습자 친화적이고 신속하고 유연하며 사용하

기 쉬울 경우 학습자들은 보다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Cho

et al., 2009).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학습

자가 원격수업 수강 전 가정 먼저 인지하는 성과 요

인으로 작용하여 원격수업의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선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2 You-Jin Le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메뉴

버튼 배치, 정보제공 등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램 기능’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기대충족 간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대충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대충족과 만족

기대충족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에 대한 사용경험 이후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Oliver, 1980; 이한나, 2019). 후기수용모델에서 사

용자들이 시스템에 갖는 만족은 실제로 경험한 시스

템의 성능을 통해 얻어지게 되며 이는 원격수업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학습자들이 원격수업을이용함에 있어 평

가하는성능이사용전기대에충족하게되면학습자

들은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대충족에 대해 ‘원격수

업을 경험한 후 인지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자

들의 평가’, 만족에 대해 ‘학습자가 인지하는 원격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기대충족과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기대충족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3 기대충족, 인지된 유용성, 몰입, 사회적

존재감 및 만족

인지-부조화 이론(congnitive-dissonace theory)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혹은 시스템의 사용자

들은실제이를이용하는동안인지하는감정이이용

전 가졌던 유용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

하려는경향을보인다(Oghuma et al., 2016; Uyanga

et al., 2016). 이러한맥락에서시스템의사용후평가

결과인 기대충족이 낮을 경우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역시 낮아질 것이고 높을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또한 후

기수용모델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평

가할 경우 사용자는 보다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설

명한다(Bhattacherjee,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에 대해 ‘원

격수업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한 학습

자들의 인지’로 정의하고자 하며 기대충족과 인지

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과 만족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기대충족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몰입은 교육분야에서 학습자의 성과 향상 및 교육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

다(Hu and Kuh, 2002). 특히 몰입은 온라인 및 원

격수업 학습자들의 효과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도 평가받고 있다(Pearce et al., 2005; Prior et al.,

2016). 이러한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과제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룬다고 자각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Appleton et al., 2006; Trowler,

2010). 우선적으로 학습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충분히 사용하기 용이할 경우 학습자

는 보다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 및 다른 학생들과의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 몰입의 정도가 더 커지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자는수업에 더큰 만족을느낄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몰입에 대해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주의가 목표만을 향하여 자유

롭게 사용되어 행동과 의식의 완전한 일체로 수업

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하며 기대

충족과 몰입, 몰입과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기대충족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6. 몰입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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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존재감은 원격을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의미한다(de Greef et al., 2000). 또한

학습분야에서 사회적 존재감은 학습과정에서 형성

되는교수자및학습자간상호작용에의해형성되는

학습자의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서구원, 2011).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은 인터넷 및 통신미디어를 통

한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감은 이러닝

이나 원격수업의 학습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예측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권순동,

윤숙자, 2010; 서구원, 2011). 실제로사회적존재감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관여도를 높

여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Aragon,

2003; 서구원, 2011). 한편 원격수업 환경에서 교수

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작용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존재감이 형성되

기 위해서는 보다 원활한 원격수업 환경이 조성되어

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수업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것으로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이 사용자 친화적임

과동시에이용하기편리하고수업에지장없이기능

할경우사회적존재감형성을위한상호작용형성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통한 기대충족은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

감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회적존재감에대해 ‘원격

수업 환경 내에서 실제로 교수자 및 동료들이 내 옆

에있다고 느끼는학습자의인지 정도’로 정의하고자

하며기대충족과사회적 존재감, 사회적 존재감과 만

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기대충족은 사회적 존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사회적 존재감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4 만족과 지속사용의도

정보시스템의 채택 및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연

구들은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만족이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Davis, 1989;

DeLone and McLean, 1992; Bhattacherjee, 2001).

후기수용모델에서도 만족은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

즉, 시스템에 대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Bhattacherjee,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습자가 수

업에 보다 큰 만족도를 느끼게 될 경우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학습을 이어나가

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사용의도에 대해 ‘학

습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해 학습을

기꺼이 이어나가려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만족과

지속사용의도 간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9.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 소재 3개

전문대학 항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166부였으나 불성실 및 이상치

를 보이는 데이터 30부를 제외한 136부를 최종분석

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PSS ver.23을 활용하여 표본

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의 신

뢰도, 타당도및가설검증을 위해최소자승법을기반

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델, PLS-SEM(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위해서는 R-pro-

gramming 3.3.2의 ‘plspm package’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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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성별
남자 34 25.0
여자 102 75.0
전체 136 100.0

학년

1학년 61 44.9
2학년 48 35.3
3학년 27 19.9
전체 136 100.0

통학시간

30분 이하 22 16.2
30분～60분 27 19.9
60분～90분 49 36.0
90분～120분 23 16.9
120분 이상 15 11.0
전체 136 100.0

원격수업
빈도

3회 미만 28 20.6
3회～6회 55 40.4
7회～10회 22 16.2
11회 이상 31 22.8
전체 136 100.0

원격수업
경험

있다 36 26.5
없다 100 73.5
전체 136 100.0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

과는 <표 1>의 결과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25%, 여자가 75%로여자의 빈도가대부분을차지하

는것으로나타났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44.9%, 2학

년이 35.3%, 3학년이 19.9%로 1학년과 2학년의 구성

이가장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시간으로는 30분

이하부터 60분까지가 36.1%, 60분에서 90분까지가

36%, 90분에서 120분 이상이 27.9%로 나타났으며

1학기 원격수업 빈도의 경우 3회 미만에서 6회가

61%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코로나19 확산 이전화상강의경험유무는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나타났으나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5%로 나타났다.

4.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전 PLS-SEM 분석을 통

해변수및측정항목의신뢰도와타당도분석을진행

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지표신뢰도와 내적일과성 신

뢰도평가로구분된다. 지표신뢰도는각 변수별측정

항목들의요인적재량이 0.6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확

보되었다고 판단하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각 변수

의 C.alpha 값이 0.6 이상일 경우, DG.rho 값이 0.7이

상일 경우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

한다(Hair et al., 2020; 윤철호, 김상훈, 2014). 신뢰도

분석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변수별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loading)은 모두 0.6을 상

회하고변수별 C,alpha 값과 DG.rho 값역시 기준치

를 상회하여 지표신뢰도와 내적일관성 신뢰도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재량 c.alpha DG.rho

INTER

INTER1 0.851

0.937 0.952
INTER2 0.911
INTER3 0.872
INTER4 0.915
INTER5 0.916

CONF

CONF1 0.933

0.950 0.962
CONF2 0.899
CONF3 0.874
CONF4 0.923
CONF5 0.939

PU

PU1 0.901

0.934 0.953
PU2 0.901
PU3 0.937
PU4 0.913

FLOW

FLOW1 0.896

0.920 0.943
FLOW2 0.902
FLOW3 0.896
FLOW4 0.896

SOCIAL
SOCIAL1 0.909

0.895 0.934SOCIAL2 0.909
SOCIAL3 0.909

SATIS

SATIS1 0.961

0.973 0.979
SATIS2 0.936
SATIS3 0.947
SATIS4 0.943
SATIS5 0.96

CIU

CIU1 0.945

0.965 0.974
CIU2 0.959
CIU3 0.953
CIU4 0.948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INTER : 사용자인터페이스, CONF : 기대충족, PU : 인
지된 유용성, FLOW : 몰입, SOCIAL : 사회적 존재감,
SATIS : 만족, CIU : 지속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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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NTER CONF PU FLOW SOCIAL SATIS CIU AVE
INTER 0.893 0.679 0.631 0.638 0.545 0.570 0.558 0.798
CONF 0.679 0.914 0.752 0.767 0.634 0.812 0.767 0.835
PU 0.631 0.752 0.913 0.720 0.600 0.721 0.724 0.833
FLOW 0.638 0.767 0.720 0.897 0.747 0.792 0.727 0.805
SOCIAL 0.545 0.634 0.600 0.747 0.909 0.846 0.796 0.826
SATIS 0.570 0.812 0.721 0.792 0.846 0.949 0.928 0.901
CIU 0.558 0.767 0.724 0.727 0.796 0.928 0.951 0.905

<표 3> 타당도 분석 결과

INTER : 사용자인터페이스, CONF : 기대충족, PU : 인지된 유용성, FLOW : 몰입, SOCIAL : 사회적 존재감,
SATIS : 만족, CIU : 지속사용의도

H. 경로 β t P 결과
H1. INTER → CONF 0.680 10.700 0.000 O
H2. CONF → SATIS 0.378 6.340 0.000 O
H3. CONF → PU 0.752 13.200 0.000 O
H4. PU → SATIS 0.090 1.640 0.103 X
H5. CONF → FLOW 0.767 13.800 0.000 O
H6. FLOW → SATIS 0.054 0.836 0.404 X
H7. CONF → SOCIAL 0.634 9.490 0.000 O
H8. SOCIAL → SATIS 0.512 9.860 0.000 O
H9. SATIS → CIU 0.928 28.900 0.000 O

<표 4> 가설검증 결과

INTER : 사용자인터페이스, CONF : 기대충족, PU : 인지된 유용성, FLOW : 몰입, SOCIAL : 사회적 존재감,
SATIS : 만족, CIU: 지속사용의도
*P < 0.05.

타당도의 경우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분석으

로구분할수있다. 집중타당도의경우변수들의평균

분산추출 값(AVE)이 0.5를 상회할 경우 확보되었

다고 판단한다. 판별타당도의 경우 변수들의 AVE

값의 제곱근이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 값보다 높을

경우 확보되었다고 판단다. <표 3>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각 변수들의 AVE 값은 0.5를 상회 하고 제

곱근 값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 값을 모두 상회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

다(윤철호, 김상훈, 2014).

4.4 가설검정 결과

각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이후 본 연구

에서는 PLS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

해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서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대충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또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 형성된 기대충족은 만족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채택되었

다. 원격수업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학습자들

이 사용하는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사용친화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원격수업 효과

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Stewart et al.,

2013; 김태웅, 2010; 이종기, 2016). 이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각 대학들은 학생들이 보

자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원격수업 지원 프

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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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대충족과 인지된 유용성, 몰입, 사회적

존재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 개의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5, 7은 채택되었다. 학습자가 가지

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기대충족 여부는 원격수

업이 얼마나 유용한 학습방법인지 그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의 결과인 학습자의 몰입과 사회적

존재감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각 대학과

교수자들은 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가져 원격수업에 대한 그

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지된 유용성, 몰입, 사회적 존재감과 만

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된 유용성과 몰입은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 6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

회적 존재감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후기수용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에 있어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정보시스템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유용성은 실제로 그들의 만족이나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김영택 외,

2006; 이주희, 외; 2018). 이에 대한 연구들은 각 시

스템 및 서비스들이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익을 실제 사용자들이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지

된 유용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원

격수업을 수강하는 항공과 학생들이 대면 수업과

비교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효익을 더 크게 지각하

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영희(2020)와 도재우(2020)는 대부분의 교수자

들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원격강의 대한

한정된 이해 외 행정지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

자들이 겪는 제한사항과 어려움은 곧 수업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실제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의 효익이 크지 않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격수업이 가

지는 단점 중 하나는 학습자의 집중도와 몰입을 저

해하는 요소가 실제 원격수업 환경에서 많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이영희, 2020).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교수자들이 원격수업 운영에서 갖는 여러 어려

움은 학생들의 학습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누

군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

에 대면 수업에 비해 쉽게 수업에 몰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원격수

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몰입은 원격수업에 대한 만

족과 큰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감의 경우 원격수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격수업 환경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

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항공과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상호작용과 서로 간 피드백이 중요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원격수업 진행 시 각 학생들과 또는 학생들 간 상

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학습법 및 수업 진행

전략을 구성해 학생들의 항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후기수용모

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이 지각한 시스

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시스템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후기수용모델

에서 제시하는 만족의 영향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각 대학의 행정부처에서는

원격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을 잘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of Online Distance Learning of Airline Department Collegue Students 117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항공과 대학생들을 대상을 2020

학년도 1학기에 진행한 원격수업의 지속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과 서비스의 지속사

용의도에 대한 이론인 후기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연

구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이 중요

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대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대충족은 원격수업에 대

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수강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위한 디바이스와 여러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만일 원격수업 프

로그램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이용하기에 쉽지 않

다면 학생들이 지각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진입장벽

은 높아질 것이고 그들의 기대 역시 충족되지 못하

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습자들

의 만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용자들이 지

각하는 프로그램의 쉬운 사용법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각 교수자와 대학의 행정부처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용이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

록 보다 세심하게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구

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대충족과 인지된 유용성, 몰입, 사회적

존재감 간의 관계에서는 기대충족이 세 변인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

템과 서비스의 채택 및 태도에 있어 인지된 유용성

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몰입과

사회적 존재감은 원격수업 환경 내 상호작용에 있

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다. 해당 결과는 학

습자가 지각하는 유용성과 몰입, 사회적 존재감에

있어 원격수업 경험 후 학습자들의 평가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교수자들과 대학 행정부

처들은 학생들이 원격수업 경험에 대해 좋은 인지

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택 및 수업 구성에 보

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지된 유용성, 몰입, 사회적 존재감과 만

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몰입은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사회적 존재감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이 만족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항공과 학생들이 실제 경험

한 원격수업의 효익이 대면수업보다 크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원격수

업이 코로나 19에 대비해 갑작스럽게 확대된 상태

에서 교수자들이 겪는 원격수업 운영의 어려움에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의

어려움은 수업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

들의 학습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센

터 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수자들이 보다 높은 품질

의 원격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교육과 올바른 교수법을 교육해 학생들이 원격수

업이 가지는 효익을 보다 크게 인지하고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항공서비

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메이킹, 항공롤플

레이 등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중요한 과목을 수

강하게 된다. 그렇기에 온라인상에서도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행하는 서비스 실습에 대한 충분한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

으로 교육과정에서 교육성과를 높이고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수업 운영 시 이루

어지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을 높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존재감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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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매우 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은 이들이 지속적로 해당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이끄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각 대학교 교수자들은 무엇보다 원격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수자

일방 전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항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

나 19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대학의 원격수

업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원

격수업을 활용하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가 중요한 이유는 각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19가

종식이 된 이후에도 온라인 및 원격수업에 대한 비

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학이 이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도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

한 여러 실습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항공서비

스 관련 학과에 있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서

도 충분히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항공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실시간 원격수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무

엇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지

속적으로 활용하려 하는지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학과에

서 진행하는 일반 실습과목과 달리 항공서비스 관

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목들은 서비스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무엇보다 실습과목 수강 중 이루어지는

학생 간, 학생 및 교수자 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과 피드백, 평가 등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지만 실시간으로 교수자와 학생들이 마주보며 의

사소통할 수 있고 채팅창 등 여러 기능들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메이킹, 서비스

롤플레잉 등의 실습과목들을 제한적인 부분이 존

재하나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의 교육과

정에 있어 실시간 원격수업의 운용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이 지각하는

시스템 기능, 상호작용, 만족 등을 평가하여 대학

들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온라인 강의가 아닌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들의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동인을 파악

해 보았다는데 있어 그 의의를 가진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이

를 수강하는 이러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몇몇 연구들에서만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온 실정이었다. 더구나

각 연구들은 해당 학습법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효

과를 측정하고자 시도했을 뿐 어떠한 동인으로 인

해 해당 학습법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하려

할지에 대한 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용범위

가 확대 될 원격수업에 대해 어떠한 요인들로 인

해 학생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지 파악함으

로써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했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

도를 파악하는 이론인 후기수용모델을 원격수업에

적용하여 그 동인을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부 온라인 강의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동인을

파악한 연구에서도 후기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 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후기수용모델의 몇몇 변수들을 활용한

정도에 그쳤을 뿐 실제 후기수용모델 자체가 원격

수업의 지속사용의도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유용하

며 타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지는 못한 실정이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후기수용모델을 기반으

로 원격수업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제시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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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

라 후기수용모델이 원격수업의 지속사용의도의 동

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표본을 항공과 대학생들로만 한정했다는

점과 원격수업의 효과를 이끄는 여러 요인 중 3가

지 변수만 활용했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원격수업 효과성에 대한 동인들을

발굴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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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설문문항)

1. 사용자 인터페이스

1 화상강의 프로그램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았다.

2 화상강의 프로그램의 메뉴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다.

3 화상강의 프로그램의 기능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4 화상강의 프로그램 사용의 도움말 기능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다.

5 화상강의 프로그램의 화면 및 메뉴구성은 전반적으로 수업 진행에 적절하였다.

2. 기대충족

1 온라인 화상강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율적이었다.

2 온라인 화상강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즐거웠다.

3 온라인 화상강의 프로그램의 품질은 내가 기대햇던 것 이상이었다.

4 온라인 화상강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5 온라인 화상강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3. 인지된 유용성

1 온라인 화상강의는 수업을 듣는데 있어 편리하였다.

2 온라인 화상강의는 학습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온라인 화상강의는 빠른 학습 성취를 돕는다.

4 전반적으로 온라인 화상강의는 유용하였다.

4. 몰입

1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2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 내용에 주변상황에 상관없이 집중하였다.

3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면서 따분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4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면 오로지 강의에만 열중하였다.

5. 지각된 가치

1
나는 화상강의가 일반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할 때 들이는 노력대비 얻는 혜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화상강의가 일반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할 때 들이는 시간대비 얻는 보람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화상강의가 일반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할 때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전반적으로 화상강의는 일반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할 때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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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존재감

1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3 나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실제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7. 만족

1 온라인 화상강의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웠다.

2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해 수강과목에 대한 학습이해도가 더욱 높아졌다.

3 온라인 화상강의는 일반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과 비교했을 때 더욱 만족스러웠다.

4 온라인 화상강의는 강의수강에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

5 온라인 화상강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8. 지속사용의도

1 나는 추후에도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들을 의향이 있다.

2 나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들을 의향이 있다.

3 나는 오프라인 수업이나 다른 온라인 수업보다도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들을 의향이 있다.

4 나는 지인들에게도 온라인 화상강의를 통한 강의수강을 추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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