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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 교육은 디지털 시 에 사회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 축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수요를 효과 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에서 앞으로 수요자 심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21세기 주

요 교육체제로 정착될 망이다. 그러나 상호 작용을 제 로 하기 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피드백의 지연, 읽기

와 쓰기 주의 수업환경으로 인한 특정학생에게 불리한 방식, 그리고 컴퓨터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련 기술

이 부족한 학생에게 불리한  등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학 교육 패러다임의 환 요구와 함께 사이버교육이 격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에

서 사이버 교육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 학 사이버 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 다.

ABSTRACT

Cyber education community in the digital era is going on across all areas of knowledge accumulation rate of acceleration of the demand for 

re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can effectively accommodate. Therefore, new teaching methods in the future as consumer-driven 21st century 

is expected to settle into the main education system. However, to properly interact with people due to lack of feedback delay, reading and 

writing intensive courses is detrimental to the environment caused by a particular student, and Computer skills are based on computer-related 

technology to disadvantage poor students, and many have problems.

In this paper, recent university education and cyber education requires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in an environment that factors affecting 

students' satisfaction were evaluated, and Improvement of cyber education will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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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정보  지식의 격한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 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유

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

은 교수-학습의 방식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형

태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심의 분산학습의 형태로 디지털 시 에 사회  분야

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 축  속도의 가속화에 따

른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수요를 효과 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에서 앞으로 수요자 심의 새로운 교육방법

으로서 21세기 주요 교육체제로 정착될 망이다[1]. 그

러나 상호 작용을 제 로 하기 한 인력 부족 등으로 인

한 피드백의 지연, 읽기와 쓰기 주의 수업환경으로 인

한 특정학생에게 불리한 방식, 그리고 컴퓨터 기술에 기

반을 두고 있어 련 기술이 부족한 학생에게 불리한  

등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학 교육 패러다임의 환 

요구와 함께 사이버교육이 격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

정에서 사이버 교육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 학 사이버 교육의 개선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하 다.

Ⅱ. 학습자 만족도 측정 방법

만족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만족도평가를 5  척

도, 7  척도, 10  척도에 의해 평가된 결과를 단순하

게 집계하는 단순 집계하는 방법과 만족도 평가를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2,3]. 

만족도 평가를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은 척도로 조사된 만족도의 평균값에 척도값을 

곱하여 100 을 만들어 주는 방법과 단순 상 계수

법, 다  회귀계수법, 요인 수에 의한 회귀 계수법

을 가 치로 활용하여 만족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가 치를 활용하여 만족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고

객들에 의해 직  측정된 요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통

계  분석에 의해 유도된 요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

다[2,3,4,5]. 

만족지수를 산출하는 방법 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가 치를 활용하여 만족도 평가

를 100  만 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회귀계수값을 가 치로 이용하여 만족지수를  100  만

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Ⅲ. 연구설계  방법

3.1 조사 상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학 사이버강의 수강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학 사이버교육에서의 학습자 만

족지수를 측정하기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

문조사는 2009년 12월 1일부터 10일간 웹을 통해 실시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380부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도구는 SPSSWIN 16.0 버

과 이용자만족지수를 산출하기 한 계산식은 Excel 

2007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2 표본의 통계  특성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표본의 통계  특성을 성별, 학

년, 단과 학, 사이버강좌 수강경험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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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본의 통계  특성
Fig. 1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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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여자가 45.5%, 남자가 54.5%, 학년은 1학년이 

56.8%, 2학년 9.5%, 3학년 27.1%, 4학년 6.6%로 1학년, 3

학년, 2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냈다. 

단과 학은 이공 학이 24.5%, 방송 술 학 59.7%, 

호텔 학 4.5%, 인문사회 학 11.3%로 방송 술

학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했고 사이버강좌 수강경험은 

경험자는 46.3%, 수강경험이 없는 이용자는 52.4%로 나

타났다.

3.3 표본의 사이버교육 이용 형태

표본의 사이버 교육 이용형태는 로그인횟수, 학습시

간, 게시  사용횟수, 토론방 참여횟수, 학습참여율을 통

해 사이버교육 이용형태를 분석하 다. 

로그인횟수는 20회미만이 45.3%, 20～40회미만 

42.6%, 40～60회미만 8.9%, 60회 이상 3.2%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10～30시간미만57.9%로 가장 많았으며, 10

시간미만은 23.7%, 30～50시간미만 13.9%, 50시간이상 

4.5%순으로 나타났다.

게시  사용횟수는 2회미만 70.5%, 2～5회미만 

21.6%, 5～10회미만 4.7%, 10회이상 3.2%로 나타났고, 

토론방 참여횟수는 2회미만 83.4%, 2～5회미만 9.2%, 

5～10회미만 4.7%, 10회이상 2.6%로 나타났다.

실질 인 학습참여율은 75%이상이 42.6%, 50%～

70%미만 32.9%, 25～50%미만 13.2%, 25%미만 11.3%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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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본의 사이버교육 이용 형태
Fig. 2 Cyber Education Utilization Type of Samples

3.4 분류구성

사이버 교육에서 학습자 만족도의 조사 내용은 학습

내용, 기술요인, 상호작용으로 구성하 다. 사이버교육

의 학습자만족지수의 구성차원의 학습내용은 학습의 

유용성, 성, 신뢰성, 다양성, 련성, 조직성, 이해용

이성의 7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다.

차  원 비 고

학습

내용

유용성 학습내용의 유용성

성 학습내용  분량의 성

신뢰성 학습내용의 신뢰성

다양성 학습내용의 다양성

련성 학습내용의 련성

조직성 학습내용의 조직 , 체계  구성

이해용이성 학습 내용의 이해용이성

기술

요인

사용편의성 수강 차  기능사용의 편의성

근용이성 강좌의 근  후 학습 검색용이성

응답속도 컨텐츠 제공  화면 환속도가 빠름

외형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  화면구성, 

학습도구기능을 다양하게 제공

상호

작용

상호작용성 학습자간 커뮤니티  정보교환

즉시성 강의내용에 한 신속한 답변

공감서비스
교수와 의사소통, 구체  피드백, 

주기 인 안내지도와 공지사항 제공

지각된 가치 반 인 기 치

지각된 유용성
사이버교육을 통한 지식이 습득 는 

실력향상

학습자충성도
다른 과목의 사이버 학습에 참여

다른 사람에게 학습에 참여 권유 의향

반 인

이용만족도

사이버강좌의 학습경험에 반 인 

만족도

표 1. 학습자만족지수의 분류 구성
Table. 1 Classification Component of USI

사이버교육의 기술요인은 사용편의성, 근용이성, 

응답속도, 외형디자인의 4가지 구성차원, 그리고 상호

작용은 상호작용성, 즉시성, 공감서비스의 3가지 구성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한 반 인 이용만족도, 지각

된가치, 학습자의 충성도, 지각된 유용성을 구성차원 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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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자 만족지수 분석결과

4.1 측정방법

본 논문에서는 분류구성차원과 각 분류구성의 구성

차원에 한 만족지수를 측정하기 해 10  척도로 측

정된 Fornell 계산식[8]을 5  척도로 변환하여 각 항목에 

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계를 분석한 회귀계

수값을 가 치로 이용하여 만족지수를 평가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

4.2 산출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교육의 학습자 만족지수의 산

출하기 해 학습자만족의 각 분류구성차원 만족도의 

합계에 회귀계수값을 가 치로 곱한 결과와 직  측정

된 반 인 이용자 만족도를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를 

통해 이용자 종합만족지수를 산출하 다. 이용자종합

만족지수 산출식은 식(1)과 같다[1].

 × 
  





×

×

 종합만족지수



분류구성별만족지수



분류구성별가중치

 분류구성수
 전반적인이용자만족도

단
  







식 (1)

분류구성별 만족지수는 종합만족지수에 향을 미

치는 학습내용, 기술요인, 상호작용 분류구성의 만족지

수이며, 차원별 만족지수는 학습내용, 기술요인, 상호작

용을 구성하는 차원에 한 차원만족지수이다. 

4.3 만족지수 측정

4.3.1 분류구성별 만족지수

사이버교육의 학습자만족지수는 세 가지 구성차원

별 만족지수와 그 각각의 가 치를 용한 값과 반

인 이용만족도를 통해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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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류 구성별 만족도
Fig. 3 Satisfaction Index by Classification Component

그림 3과 같이 종합만족지수는 74.2로 산출되었다. 분

류구성별 만족도는 학습내용의 만족도가 76.0, 기술요

인의 만족도는 74.2, 상호작용에 한 만족도는 66.0으로 

나타났다.

4.3.2 차원별 만족도

(1)학습내용 만족도

학습내용 만족도는 학습내용 유용성, 성, 신뢰성, 

다양성, 련성, 조직성, 이해용이성의 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학습내용의 만족도 차원에서는 학습내용의 신

뢰성이 78.1, 련성 77.1, 이해용이성 75.9, 유용성 75.8, 

다양성 75.7, 성이 73.5로 나타났다. 사이버 교육의 

학습자들은 학습내용의 난이도  학습분량에 한 만

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기술요인 만족도

기술요인 만족도는 사용편의성, 근용이성, 응답속

도, 외형디자인, 상호작용성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요인 만족도 차원에서는 사용편의성 79.2로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성이 65.3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다. 외형디자인 77.4, 근용이성 

74.2, 응답속도 73.2순으로 나타났다.

(3)상호작용 만족도

상호작용 만족도는 신뢰성, 즉시성, 공감서비스으로 

분류되며, 상호작용 만족도에 해 조사 분석한 결과 즉

시성이69.9로 가장 높았고, 신뢰성이 6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감서비스에 한 차원별 만족도는 65.1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1480

나타났다.

4.3.3 이용자군별 만족도

이용자군별 종합만족지수는 성별, 학년별, 단과 학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성별 종합만족지수는 남자

(73.5)가 여자(70.1)보다 조  높게 나타났으며 차원별 

만족지수에서는 남녀 모두 학습내용, 기술요인, 상호작

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종합만족지수는 1학년 67.0, 2학년 64.8, 3학년 

72.1, 4학년 69.7로 3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모

든 학년에서 기술요인에 한 차원별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고 학습내용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과 학별 종합만족지수는 인문사회 학(74.0), 이공

학(70.4), 방송 술 학(66.0), 호텔 학(65.3) 순

으로 나타났다.

남자

73.5 

여자

70.1 

1학년

67.0 

2학년

64.8 

3학년

72.1 

3학년

69.7 

이공

대학

70.4 

방송

예술

66.0 

호텔

관광

65.3 

인문

사회

74.0 

0

50

100

150

200

250

300

성별 학년 대학

그림 4. 이용자군별 만족도
Fig. 4 Satisfaction Index by User's

4.4 검증

사이버교육의 학습자 이용형태는 로그인횟수, 학습

시간, 게시  사용횟수, 토론방 참여횟수, 학습참여율, 

수강경험을 통해 사이버교육 이용형태를 분석하 다. 

검증을 해 학습시간과 수강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학습자의 학습내용, 기술요인, 상호작용, 반 인 이

용만족도가 학습시간과 수강경험에 향을 미칠 것 이

라는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요인이 학습시간에 미치는 향은 t값이 -3.325

로 나타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인 이

용만족도 역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

요인과 반 인 이용만족도는 유의수  하에서 학습

시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에서 13.22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Durbin-Watson는 1.637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

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요

인과 수강경험의 향 계를 검정한 결과 t값이 -2.274

로 나타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내용, 

상호작용, 이용만족도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

오차
β t Sig.

공차

한계

학습

시간

constant .210 - 7.449 .000

학습

내용
.075 .058 .757 .450 .398

기술

요인
.070 -.247 -3.325 .001 .422

상호

작용
.059 .010 .132 .895 .411

이용

만족도
.052 .435 5.735 .000 .407

R=.352, R
2
=.124 수정된 R

2
=.114, F=13.226, p=.000, 

Durbin-Watson=1.637

수강

경험

constant .150 - 11.142 .000

학습

내용
.053 .126 1.566 .118 .398

기술

요인
.050 -.178 -2.274 .024 .422

상호

작용
.042 .078 .983 .326 .411

이용

만족도
.037 -.109 -1.364 .173 .407

R=.165, R
2
=.027 수정된 R

2
=.017, F=2.617,

p=.000, Durbin-Watson=1.543

표 2. 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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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교육 학습자를 상으로 학 

사이버 교육에서의 학습내용, 기술요인, 상호작용이 학

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학사이버 교육에서의 학습자의 만족도 측정을 

해 학습내용, 기술요인, 상호작용의 3개의 분류구성 차

원과 구성차원의 학습내용은 학습의 유용성, 성, 신

뢰성, 다양성, 련성, 조직성, 이해용이성의 7가지 차원

으로 구성하 고, 사이버교육의 기술요인은 사용편의

성, 근용이성, 응답속도, 외형디자인의 4가지 구성차

원, 그리고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성, 즉시성, 공감서비스

의 3가지 구성차원으로 구성하 다. 

사용한 분류구성차원의 변인  학습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 변인은 기술요인과 반 인 이용

만족도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기술요인과 학습자 충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범 하게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학습내용 이해용이성과 상호작용성, 공감서비스이

며, 특히 공감서비스는 만족도와 충성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육에서의 사이버교육의 개선방안을 고려한다

면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집단의 표본을 다른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상으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수 없는 

이 다른 사이버 교육을 제공하는 기 들과의 벤치마

킹  동등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학습자만족지수 모델을 PLS(Partial Least 

Square)의 추정과 한계로 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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