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9716/KITS.2013.12.2.195

웹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 연구

이동훈*․이상곤**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action among Learners 

in a Web Based Collaboration Learning Environment

Dong-Hoon Lee*․Sang-Kon Lee**

Abstract

논문투고일：2013년 04월 26일 논문수정완료일：2013년 06월 10일 논문게재확정일：2013년 06월 13일

* YBM시사닷컴

** 한국기술교육 학교 산업경 학부 부교수, 교신 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action among learners in a Web Based Collaboration 

Learning (WBCL) environment. 254 Korean college students served as test subjects and during the 4 weeks of research 

period, they studied the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 in a web-based collaborative learning 

system.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was looked into by categorizing the concept into task oriented information 

sharing activities and relationship oriented communication activities and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ctivities. Learning performances were measured in individual lev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sk oriented 

information sharing activities effect positively on relationship oriented information sharing activities. Second,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WBCL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but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s had partial influence on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completely 

interconnects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WBCL and learning performance but partially interconnects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 of WBCL and learning perform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managerial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of WBCL should be considered on the preferential basis for the WBCL to become successful 

and interactive activitie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be active from a 

small-size WBC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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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격한 성장은 사회 반뿐만 아니

라 교육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교수자 

심에서 교육수요자 심으로, 동일한 규모 집

단 교육에서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환되고 있으

며,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교육환경

을 근본 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은 미래지향 인 학

습 환경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54]. 조일

주, 정재엽[30]의 연구에서도 웹 기반 학습환경이 

교육  가치를 인정받아  학습체제로서 발

하고 있는 이유를 교수자 심이 아니라 학습자 

심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웹 기반 학습은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

참여가 가능하고,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즉시 반응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자들의 근 기회가 용

이한 장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10]. 

이와 같이 웹 기반 환경에서 학습자 참여에 따

른 상호작용 유형에 한 연구와 학습효과 증  

요인을 교육체제 내․외의 동기 요인과 학습 자원 

 환경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16, 20, 33, 58, 59]. 

그  웹 기반 력학습은 웹 기반이라는 환경

 요인과 학습자가 공통의 과제를 성공 으로 해

결하기 해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기반을 두어 

아이디어와 략을 논의하고 의사소통을 통한 정

보 교환하는 동  학습 과정이다. 이런 력  

상호작용 과정의 단계별 활동은 학습자간 상호작용

을 진 시키며, 학습효과를 높이데 있어 유의미한 

상 이 있다는 결과들이 김득 [8], 김명랑, 박인우

[9]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웹 기반 

력학습 효과성은 학습자의 특성, 시스템  특성, 환

경  특성 등에 유의미함 향을 미친다는 경험  

연구를 통해 밝 졌으며, 이러한 상호작용과 같은 

진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와 학습자간 상호작용 

 개인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을 체계 으로 분류한 교수자 지원과의 계를 분

석한 연구들이 시도 되고 있다[8, 16, 26, 54].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부분 웹 기반 학습 

시스템  환경  특성요인에 따른 Moore and 

Kearsley[57]가 제시한 상호작용 활동을 심으로 

진행되어, 학습자들의 학습 략과 학습성과에 직

․간 으로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고 악

하기에는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이 

제기 되고 있는 상항이다[6, 23, 28, 29, 33].

즉, 학습 참여 주체는 학습자가 심이 되어 학

습자료 혹은 제공된 학습 동 상에 하여 학습자 

간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발생되는 공간 

역임을 제로 할 때, 공동의 목표를 해 상호 연

성 있게 학습자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과제 

지향 인 ‘정보공유’ 활동과 계지향 인 ‘의사소

통’ 활동이 단계별로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웹 기

반의 력학습 학습자간에는 ‘정보공유’와 ‘의사소

통’으로 커뮤니 이션 활동이 요하기 때문이다

[29, 28, 40, 66] 

따라서 웹 기반 력학습에서의 학습자간 커뮤

니 이션 단계별 상호작용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력을 보다 확실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운  특성요인

들과 시스템  특성 요인들로 구성 하 다. 매개변

인으로 커뮤니 이션 기반으로 과제지향 학습내용 

‘정보공유’와 학습자간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들

을 단계별로 구성하 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학습

성과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구성하

다. 

첫째, 웹 기반 력학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과제지향 ‘정보공

유’ 활동과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으로 단계

으로 구분 수행하여 이들 간의 인과 계를 분석

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학습자간 력  상호작용 요인인 ‘정보공

유’와 ‘의사소통’활동이 독립변인(시스템 /운  

특성)과 개인별 학습성과인 종속변수 사이를 완

히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웹 

기반 력학습을 한 성공 인 상호작용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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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2. 이론  배경

2.1 웹 기반 력학습 련 연구

웹 기반 력학습의 정의는 그에 한 연구량에 

비해 은 편이어서[9, 10, 29, 39, 59], 기존 연구들

을 통해 웹 기반 학습의 특성과 력 학습의 특성

을 종합하여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웹을 활용한 교육은 어떤 통신 수단보다도 최신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교류가 가능하다. 많은 양

의 정보와 최신정보(자료)를 효과 으로 교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웹 기

반 동학습은 학습자들이 능동 으로 참여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임을 제안했다. 김명랑, 박인우[9]는 웹 

기반 학습자들은 웹의 특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탐색, 교환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

할 수 있으며, 능동 인 학습, 력 인 학습이 가

능하다고 하 다. 

 다른 특징은 기존의 단방향 매체들과는 달리 

고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가능한 을 들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나 교수자, 혹은 다

른 문가들과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지식과 의견

을 교환하고,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창의 이면

서도 활발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 학습자간의 독특한 사회 심리  커뮤니 이션 

구조를 제공하여 으로써 면 면 수업에서 어려

운 정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 활동을 진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Koriji et al.[54] 연구에

서도 웹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  교수 방법이 웹 

기반 력학습임을 제시하 다. 한, ICWL 

2004년 베이징에서 열린 웹 기반 학습 국제컨퍼런

스에서는 웹 기반 학습의 장 을 활용한 교수-학

습 모델  웹 기반 력학습은 웹 학습에 있어 

매우 합한 모델임을 제시 하 고[66], 가민경 외

[1]은 기존의 사회  교수학습 방법을 웹 환경에 

용하여 교육  효과를 배가시키려는 시도가 다

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가장 표

인 것이 바로 웹 기반 력학습임을 주장 하 다. 

강명희 외[2] 연구에서도 시․공간 구분된 학습자

들이 웹 사이트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화된 학

습방법임을 정의하 다.

강인애[4]는 웹 기반 교육방식으로 제 로 자리

를 잡기 해서는 이론  바탕에 한 논의를 동

시에 병행해야 함을 주장 하 다. 그 이론  배경

으로서 ‘구성주의’, ‘문제 심학습’, ‘참여이론’ 등을 

제기 하 으며, Gilbert and Moore[48] 연구에서는 

웹 기반 력학습을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기반한 

사회  교수학습 방법이라 하 다. 학습자에게 어

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이 요함을 강조한 부

분이다. 학습자가 심이 되고.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 인 학습과정 속에서 그 경험을 기 하여 의

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술 하고 있다. 

웹 기반 학습환경의 요성을 제시한 임정훈

[28]과 김득 [8]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참조 

매체를 활용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가능하기 때

문에 력  지식창출이 용이해 졌음을 언  했으

며, 권성연[6]은 력학습의 교육  효과는 웹 환

경에서 더욱 강화 될 수 있으며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 다. 학습자 심과 집단

에서의 능동 인 학습과정의 경험이 필요함을 제

시한 Cathcart and Samovar[41] 연구에서는 해결

의 과정이 복잡한 비 구조화된 문제는 개인 보다는 

집단에 의해 수행 했을 때 타인과 지속 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

결력, 비  사고력과 같은 고차원  사고력이 개

발 되는 효과가 있으며, 한 Dennen[45]은 지식

형성 과정에서 학습 동료들과 지속 인 상호작용, 

추론, 토론, 성찰  공유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력  지식을 형성하고 내  동기화되어 력학

습활동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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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웹 기반 력학습의 성공요인 연구

요인 세부요인 A B C D E F G H

컨텐츠 
교육과정

○ ○ ○ ○ ○ ○
○

○
컨텐츠 ○

시스템 
인 라 ○

○ ○ ○ ○
○

○ ○
솔루션 ○ ○

운

시스템 
인 자원

○

○

○

○ ○

○ ○

○
컨텐츠 
운 자원

○ ○
○

○ ○

환경 활동/규범
○ ○

○
○

○
○ ○ ○

A：Khan(2004), B：Chadha and kunmail(2002), 

C：나일주(2002), D：유평 (2001), E：조정우, 홍선주

(1998), F：주 주(2003), G：Ehlers(2004), H：이수경

(2000).

이러한 강 에도 불구하고 웹 기반 력학습이 

가질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학습자간 상호작용 

자체가 제한 일 수밖에 없음을 홍경선[33] 연구

에서도 언 하 다. 이는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분

석 하고 악할 수 있는 사회  단서 교환이 어렵

다는 것이다. 사회  단서  요소가 결여될 때 학

습자는 동기와 흥미를 잃기 쉽고, 이러한 학습자

는 자율  참여가 강조되는 웹 기반 력학습에서 

도태될 수도 있음을 김명랑, 박인우[9]는 지 하

으며, 이인숙[23] 연구에서는 학습주체들 간의 친

감 결여로 피상  의사소통에 그칠 수 있음을 지

하 다. 이처럼 웹 기반 력학습이 모든 학습자

에게 학습성과 향상에 인 해답일 수는 없다. 

학습자 개인 스스로 충분한 인식과 학습자 자기 

효능감과 자율  참여가 있어야 학습 유효성에 

향을  수 있음을 이응규, 이종기[22]의 연구에서 

주장 하 다. 이런 문제 들을 극복하고 효과 이

면서 성공 인 웹 기반 력학습을 해서는 학습

자 특성과 기술 /운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활용되는 학습자의 심리 ․

사회  결여 요소를 극복하기 한 정교화된 상호

작용지원 략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12, 16, 60]. 

와 같은 략들을 제시하기 한 연구들은 타

인들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과 성공 인 사회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한 성공 요인들을 구분

하기 시작 하 다. 엄소연[16]은 웹 기반 력학습

의 성공요인을 학습자 요인, 교수자 요인, 환경요

인으로 3가지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범주화 시

켰고, 한안나[31]는 토론집단 구성, 학습자 내 성, 

교수자, 수업 설계  운  등 네 가지요인으로 구

분하 다. 이동훈[20]은 웹 기반 력  상호작용 

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는 <표 1>와 같이 크게 

컨텐츠, 시스템, 운 , 환경요인으로 정리 구분 하여 

웹 기반 력학습의 성공요인으로 제시 하 다.

2.2 학습자간 상호작용 련 연구

Norman[58]이 제시한 력학습 공간 내의 상호

작용 유형은 4가지 축인 학습내용, 학습결과 ,교육 

운 자, 학습자를 기반으로 해서 9가지 형태의 상

호작용 국면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Moore and 

Kearsley[57]은 참여 주체에 따라 학습자와 학습

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웹 기

반 력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자들의 상호작

용은 Norman[58]이 제시한 력학습 4가지 공간

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 주체는 학습

자가 심이 되어 학습자료 혹은 제공된 학습 동

상에 하여 학습자간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발생되는 공간 역임을 제로 할 때, 집단의 상

호의존성과 조직 구성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1, 3, 27, 67]. 왕경수[17] 

한 웹 기반 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진을 한 

략들은 질문과 응답, 모임을 통한 응집성 증 , 학

습자들의 능동 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

태의 구성요소들로 모두 사회  상호작용을 가져 

올 수 있는 설계가 기반 되어야 함을 주장 하 다. 

따라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교수-학습 환경에

서 학습자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 인 활동

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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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지식을 획득하기 해 방향 이고 역동

인 ‘의사소통’으로 정의 할 수 있다[2]. 

특히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은 기본

으로 독립된 컴퓨터 학습 로그램의 학습 내용

과 학습자간에 발생되는 방향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정의는 분야와 상

에 따라 조 의 차이가 있으나 의사소통의 상태이

며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58]. 일반 으로 웹 

기반 수업에서 력학습을 한 의사소통은 온라

인 토론장, 게시 , 자료실, 자우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학습 목  이외에도 학습자들과의 

계 개선을 한 사이버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 날 수 도 있다. 이는 비공식 이고 다양한 의

사소통의 통로로 이루어진다. 즉, 학습내용과 직

인 련은 없지만, 사교 인 활동과 심사항을 

학습자끼리 나 는 의사소통의 모임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동훈[20]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력학습 환

경에서 스터디 그룹 학습자들은 학습 목  이외에

도 학습자간 계 개선을 한 오 라인 번개 모

임 활동을 허용하여 력학습 활동에 한 연구를 

하 다. 이는 온라인 력학습 구성원들에게 온라

인 공간뿐만 아니라 오 라인 공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웹 기반 력학습 시스

템인 온라인 공간인 가상세계에서도 장소애착과 

구성원들과의 계 개선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박성복[12] 연구를 기 한 것이다. 한, 

Koh and Kim[53]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논리 으로 발 시키

기 해서는 학습자-내용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동료 간의 오 라인 모임을 통한 계  상호

작용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간의 자료공유와 의사소통을 단계별

로 구분하여 학습자에게 주어진 공통과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기 한 략  연구들이 다양하다. 

이동훈[20]은 웹 기반 력학습 시스템을 학습

자 스스로 자발 인 사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커뮤니 이션 단

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 고 학습 성과에 그 향

력이 있음을 검증 하 다. 웹 기반 력학습 환경

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교수자 역할을 담당하

는 장의 활동을 두고 그 역할을 제시 하 으며,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해 내기 한 방법은 원

과 자주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이를 한 활동은 

학습 그 자체에 향을 주는 것 보다 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략을 제시 하 다. 

그러므로 웹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은 웹 기반 통신기술 기능들을 략 으로 설계하

여 학습자간에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활동으로 단계별 커뮤니 이션 상호작용 활동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Veerman and Veldhuis-Diermanse 

[64]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과

제지향 상호작용과 비 과제지향 상호작용으로 분

류하 고, 력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단계를 

‘새로운 사실’, ‘경험’, ‘이해’, ‘구체화’, ‘평가’ 등으로 

5단계 활동을 제시 하 으며, Puntambekar[59] 연

구에서는 력  상호작용의 3가지 차원인 ‘아이

디어 발산’, ‘공동의 이해’, ‘지식의 구성’ 순으로 인

지  처리 활동들을 제시하기도 하 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 학습

성과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단계별 활동인 과제지향 ‘정보공유’ 활동과 계지

향 ‘의사소통’ 활동에 을 두고, 이들 간의 인과

계와 학습성과 사이의 매개효과를 실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학습자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향요인으로 ‘운

 특성’과 ‘시스템  특성’을 제시 하 다. 운  

특성은 4～7명으로 구성된 웹 기반 스터디 그룹 

활동을 자유롭게 운  하도록 하 으며,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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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분석을 한 연구모형

이션 활동과 구성원과의 공동체 의식  계구축

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필요시 오 라인 모임을 가

질 수 있도록 하 다. 구축을 한 커뮤니 이션 

활동으로 ‘오 라인 활동수 ’과 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해 장이 원에게 보여주는 솔선수

범 행동으로 ‘ 장의 헌신성’으로 제시하 다. 

력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  특성이 력

 상호작용의 커뮤니 이션 단계인 학습 ‘정보공

유’ 활동과 ‘의사소통’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

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시스템  특성은 웹 기반 력학습을 진행하기 

하여 학습자간 학습 정보 공유에 사용 할 수 있

는 있는 도구인 자칠 , 화상채 , 학습자료 게

시 을 사용 하 으며, 이를 통한 학습자들의 인지

 수용성에 여부를 측정 할 수 있는 기술 수용성 

모델(TAM) 요인인 ‘유용성’, ‘용이성’, 그리고 ‘흥

미성’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동성에 

어떤 요소가 정 인 진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3.2 연구 가설의 설정

3.2.1 운  특성과 학습자간 상호작용과의 

계

Zhang and Fulford[67]은 상호작용이 학습자들

의 학습결과에 상당한 향을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일반 인 면 면 교실 수업에서는 상

호작용이 주로 일어나지만, 웹 기반 환경에서는 

로 일어나지는 않고, 이인숙[23] 연구에서도 

언 한 웹 기반 온라인 수업의 운 략이 필요하

다. 그  교수자의 진자 역할과 신뢰성 있는 태

도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피

드백은 내용의 정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철

한 사후 리가 필요 하다. 즉, 학습자간 상호작용

을 일으키기 한 략 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 략  하나가 교수자는 극 인 재자 역

할이 필요로 하며, 학습자의 공동체 의식의 조성

을 극 화 할 수 있는 략을 활용 하는 것이다. 

재자이자 진자로서 역할을 신 할 장의 역

할인 ‘ 장의 헌신성’이다. 웹 기반 력학습을 운

하기 한 략으로서 소그룹 모임에 장들이 

활동 하 다. 학습정보 교환을 한 자료실 리, 스

터디 운 을 한 스 쥴과 게시  공고 등  리

더인 장의 활발한 활동은 학습자들 간의 계형

성과 목표의식을 형성시키고, 학습자들과의 친

감을 형성 해 나갈 수 있는 략인 것이다[25, 35, 

37, 51].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개인  특성 보다 

집단 형성과 집단 역동성 인 측면에서 더 강하

다[30]. 이는 력학습 활동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정기 ․비정기  학습

모임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 활동하게끔 만든다고 하 다[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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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력학습 환경에

서의 운  특성은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성화 여

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 된다. 

운  특성은 ‘ 장의 헌신성’과 ‘오 라인 활동

수 ’이며, 독립 변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의 

헌신성’은  공동목표 달성을 해 장이 원

에게 보여주는 솔선수범의 노력 정도’로 정의 하

고, ‘오 라인 활동수 ’은 학습자간 계구축을 

한 오 라인 커뮤니 이션 활동정도로 정의 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을 운  하면서 오 라인 번개 모임 활

동도 허용하 으며, 모임 활동 지원도 해주었다. 이

는 번개 모임등과 같은 오 라인 커뮤니 이션 수

단은 온라인 력학습 구성원들을 오 라인 공간에

서 함께 할 수 있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이

러한 가상공간과 물리  공간의 융합은 참가자들

의 학습공간인 웹 기반 력학습 시스템인 가상공

간에서의 장소애착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의한 결정이다[12]. 

H1：운  특성은 학습자간 상호작용활동을 

진 시킬 것이다.

H1-1a：웹 기반 력학습 운 상에서의 장의 

헌신성은 원들의 정보공유 활동을 더욱 

진 시킬 것이다

H1-2a： 원 리와 운 을 한 오 라인 활동

수 이 높을수록 원들의 정보공유 활동

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H1-1b：웹 기반 력학습 운 상에서의 장의 

헌신성은 원들의 의사소통 활동을 더욱 

진 시킬 것이다

H1-2b： 원 리와 운 을 한 오 라인 활동

수 이 높을수록 원들의 의사소통 활동

을 더욱 진 시킬 것이다.

3.2.2 시스템  특성과 학습자간 상호작용과

의 계

웹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 시스템  특성과 학

습자간 상호작용 계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는 매

우 드문 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특성을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성 특성으로 확장 

용하여 계되는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3, 

34, 57, 61].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기술을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 커뮤니 이션 솔루션인 웹 기반 

력학습 시스템을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하여 

상 계를 확인하고,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성과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김선동, 우천[10]의 연구에서 유용성과 편리성

을 한 략  시스템 설계는 과제해결을 한 

정보검색, 장, 공유 기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의

사소통 활동이 진됨을 제시하 다. 강소라 외[1]

은 TAM의 유용성과 용이성은 직원 동의도(COA)

가 높고 낮음에 따라 그룹지원 시스템(GSS)의 사

용도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 했다. 직원 동의

도(COA)는 GSS 사용 방식에 해 합의수 에 이

르기 까지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 활동으로 정보공

유와 의사소통이 이루어 져야함을 의미한다. 김수

환, 한선 [11]은 TAM 모형의 유용성, 용이성이 

트 트를 활용한 수업에서도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학습자간의 정보

교류와 력학습 인식 측면에서도 정 인 효과

를 보여 주었고,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 이션 도

구 활용의 유용함과 흥미로운 을 학습자에게 인

식 시킬 수 있었고, 합한 학습내용의 요성도 

시사했다. 

이상의 논의와 앞에서 기술된 이론  논의를 토

로 운  특성과 학습자간 상호작용과의 계

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H2：시스템  특성은 학습자간 상호작용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1a：시스템 사용에 한 학습자들의 지각된 

유용성은 과제지향 정보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2a：시스템 사용에 한 학습자들의 지각된 

용이성은 과제지향 정보공유 활동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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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것이다.

H2-3a：시스템 사용에 한 학습자들의 지각된 

흥미성은 과제지향 정보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1b：시스템 사용에 한 학습자들의 지각된 

유용성은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2b：시스템 사용에 한 학습자들의 지각된 

용이성은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3b：시스템 사용에 한 학습자들의 지각된 

흥미성은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3 과제 심 정보공유와 계 심 의사소

통과의 계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활동

으로 단계별 구분을 할 수 있다. ‘정보공유’ 활동은 

교수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의사소통’ 

활동은 사회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구분 된다. 이

러한 두 가지 유형을 활동으로 구분지어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략  활동 요소로 제

시한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활용되는 토론방, 게시 , 자료실, 자칠  등

을 통하여 과제 심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비

공식 인 화를 한 목 으로 마련한 채 방이

나 혹은 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계 심 ‘의사

소통’이 이루어진다[15]. 

강인애[4]는 기업의 리더 과정 사례 연구를 통

해 문제기반학습과 성찰 (reflective journal)을 

통해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계를 강조하 다. 

황홍익[32]과 박인옥[13]은 고등학교를 상으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 연

구를 하 다. 황홍익[32]은 가상기업 모둠 조직 운

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되었다고 

하 고, 박인옥[13]의 연구 결과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함양되기 어려운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

과 상 주의 인 태도를 습득하 다고 나타났다. 

한 이정자[24]는 그룹 활동에서 외국어 습득을 

한 과제 수행  상호작용 심으로 화와 토론 

심의 메시지 달에 능동 으로 참여함으로써 의

사소통능력의 향상시키는데 그 효과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

이 나타났고, 학습자의 능동 인 학습을 진한다는 

 등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은 

력  상호작용의 단계별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각 단계들은 인과 계를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를 토 로 과제 심 정보공유와 

계 심 의사소통과의 계를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 하 다.

H3： 원들의 과제 심 정보공유 활동은 계형

성을 한 원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4 학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습성과의 계

학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연구와 련 하여 이희주[26], 그리고 이승희, 김동식

[21]연구에서 모두 높은 상 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도 학습과정  발생하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과정  결과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osenberg[61]는 인간은 공동체의 온 한 구성

원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학습 효과가 높

아진다고 하 다.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학습결과를 분석한 서희진, 강명희

[15]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한 상호작용 참

여도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학습결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Rosenberg[61]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학습 정보공유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Davenport and Prusak[44]의 연구에서

도 깊은 상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력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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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정보 공유활동이 학습으

로 이어가는 동시에 궁극 으로  효과성에도 

정 인 향을 다는 을 언 하 다. 그리고 

계 형성을 한 의사소통과 학습성과의 계 연

구도 있다. 고윤정 외[7]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환

경에서 커뮤니 이션 활성화가 학습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결과를 제시 하 고, 서인석[14]의 

연구에서도 커뮤니 이션과 그룹의 효과성에 요

한 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학습자간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H4-1a：학습자간 정보공유 활동은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다.

H4-2a： 계형성을 한 학습자간 의사소통 활동

은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다.

4. 가설검증  분석

4.1 자료의 수집  변수 측정

본 연구 상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매개변수

를 측정하기 하여 력학습 시스템을 설계 구축

하여, 재 학에서 토익(TOEIC)학습이 요한 

시 에 있는 학생들 상으로 2개의 학 254명 

참가자를 모집하여 49개 으로 구성하 다. 참가

자들은 4주간 웹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구성원

들과 력학습을 통해 토익(TOEIC)을 학습하고 모

의 평가 후 설문하는 것으로 연구 진행되었다. 그룹 

구성은 최 한 성별과 학습능력이 다른 이질 그룹

으로 구성하 으며, 학습스 쥴, 장과 원의 역

할 분담, 그리고 오 라인 번개모임도 필요시 그

룹 구성원들이 주도 으로 수행 하게 하 다. 수

집된 자료의 인구 통계학  통계 분석은 <표 2>

와 같다. 성별과 학구분은 균등 분포 되었지만 

학습자 어학 수 은 벨의 참가자 다소 많이 

모집이 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2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하

다.

<표 2> 인구통계학  통계분석

특성 N
빈도 

(n = 254)
구성 

비율(%)
계

성별
남 자 138 54.3

254
여 자 116 45.7

학
A  학 134 52.8

254
B  학 120 47.2

학습자 
수

 벨 91 35.8
254

 벨 163 64.2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개념을 일 성 있게 측

정하 는지 평가하기 하여 SPSS 12.0을 이용하

여 크론바하 알 (Cronbach’α) 계수를 통해 신뢰성

을 분석하 다. 신뢰성 분석을 통해 검증되고 안

정된 측정 도구가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평가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타당성을 검증 하 다. 

연구모형에서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을 검증하

기 해 PLS3.0의 부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이

용해 구성개념에 재된 측정항목의 요인 값과 그 

t-값을 분석하 다.

그리고 변수의 측정은 <표 3>와 같이 측정하 다. 

운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운  서비스 인 자

원으로 장의 활동과 학습자 지원 시스템의 활용

한 학습활동과 비학습 계를 한 오 라인 활동

등을 고려하 고, 운  특성을 ‘ 장의 헌신성’

과 ‘오 라인 활동 수 ’으로 정의하 다. 

시스템 특성은 기술 수용 모형(TAM)의 변수인 

‘유용성’, ‘용이성’을 사용 했으며, Moon and Kim 

[56]은 인터넷(WWW) 사용에 개개인의 재미라는 특

성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용이성과 유

용성 이외에 인터넷(WWW) 수용에 향을 미치

는 변수 ‘흥미성’을 추가하여 TAM을 확장 연구하

다. 같은 맥락으로 웹 기반 동학습 시스템 역

시 학습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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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도구

변수 조작  정의 측정 변수 설명 참고문헌

장의 
헌신성

 공동목표 달성을 해 
장이 원에게 보여주는 
솔선수범의 노력 정도

1. 장이 나에게  목표 달 해 노력하는 정도
2. 장이 나에게 학습동기 부여 해 노력하는 정도
3. 장이 나에게 학습문제 해결 해 노력하는 정도
4. 장이 나에게 원과의 계를 해 조언 하는 정도
5. 장이 나에게 WBCL 사용시 도우려는 노력 정도

Koh and 
Kim[53]

고 , 엄기용
(2006)

오 라인 
활동수

학습자간 계구축을 한 
오 라인 커뮤니 이션 

활동정도

1. 화를 통해 원과 계 맺는 일을 자주하는 정도.
2. 편지교환을 통해 원과 계 맺는 일을 좋아하는 정도.
3. 일 일 만남을 통해 원과 계 맺는 일을 자주하는 정도
4. 오 라인 번개모임을 통해 원들과 계 맺는 일을 즐겨하는 정도

Koh and 
Kim[53]

고 , 엄기용
(2006)

 유용성

언제 어디서나 WBCL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

1. WBCL 사용을 통한 학습의 유효성 향상 기  정도.
2. WBCL 사용을 통한 학습의 효과성 향상 기  정도.
3. WBCL 사용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 기  정도
4. WBCL 사용을 통한 학습 활동의 용이성 기  정도. 

Vankatesh 
and 

Davis[63]

 용이성

WBCL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거나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 믿는 

정도

1. WBCL 사용에 있어 학습방법의 용이성 정도
2. WBCL 사용에 있어 사용법의 용이성 정도
3. WBCL 사용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 없는 정도
4. WBCL 사용에 있어 정신  부담감이 필요 없는 정도

Vankatesh 
and 

Davis[63]

 흥미성

WBCL을 활용함에 있어 
흥미로움을 주거나 언제나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1. WBCL 사용에 있어 흥미로움을 주는 정도.
2. WBCL 사용에 있어 즐거움을 주는 정도
3. WBCL 사용에 있어 재미를 주는 정도 
4. WBCL 사용에 있어 지루하지 않는 정도.

Moon and 
Kim[56] 

계지향
의사소통

학습자간 계구축을 한 
개선 과 문제 을 조율, 
의, 커뮤니 이션 하는 
상호작용 활동정도

1. 학습자들과 의사소통 활동으로 계가 좋아진 정도
2. 학습자들과 의사소통 활동으로 의 개선 을 의한 정도
3. 학습자들과 의사소통 활동으로 의 문제 을 해결한 정도
4. 학습자들과 의사소통 활동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정도

Arnold 
et al.[35]
박성복[12]

과제지향
정보공유

학습 내용에 한 학습자간 
의견 제시, 공유, 

상호작용을 한 활동정도

1. 학습자들과 새로운 학습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2. 학습자들과 WBCL 학습방법을 공유하는 정도.
3. 학 자들과 WBCL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정도.

Puntambeker 
[59], Liao 
et al.(2007)

학습성과
학습자에게 력학습 수행, 
용과 달의도, 만족도에 

끼친 정 인 향 정도

1. WBCL을 지속으로 사용할 계획
2. 학습활동을 해 WBCL을 더 많이 사용할 계획 
3. 다른 학습과제도 WBCL를 용할 계획 
4. 다른 학습자에게 WBCL사용을 추천할 계획
5. 력학습 활동에 한 반 인 만족

Wang(2003)
김수원, 

오성욱(2000)
오상 (2001)

학습한다는 측면에서는 ‘흥미성’이 추가 확장된 

TAM 에서 설명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웹 기

반 동학습시스템에 한 학습자가 인지하는 유

용성, 용이성 그리고 흥미성 까지 고려하여 측정

하 다.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학습 심 ‘정보공유’와 

계 심 ‘의사소통’으로 구분 정의 하 다.

학습성과는 력학습을 통하여 학습정보공유 활

성화에 있어 반 인 만족도  그룹 구성원들과의 

친 감 형성과 인 계 형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에게 극 추천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 하 다. 

4.2 PLS 경로모형을 이용한 가설검증

4.2.1 PLS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PLS 연구에서의 측정모델 분석은 신뢰도와 내

 일 성 확인을 한 집 타당성(1), 그리고 측

정한 개념 이외의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호 계를 

비교 분석하는 별타당성(2)에 한 확인으로 구

성된다[35, 36, 37]. 

(1) 개별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측정항목의 재 

값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한 집 타당성(convergent val-

idity)은 PLS의 부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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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항목별의 상호 재값

개념변수 항목 재값
표  
오류

t-값
집  타당성 분석(상호 재값)

LE OA U E F IS COM SP

LE
*

LE4 0.89 0.029 10.70 0.89 0.08 0.19 0.12 0.19 0.11 0.15 0.09

LE2 0.88 0.024 12.30 0.88 0.11 0.18 0.19 0.18 0.15 0.20 0.19

LE3 0.87 0.011 11.45 0.87 0.17 0.15 0.13 0.15 0.10 0.17 0.12

LE1 0.86 0.010 10.45 0.86 0.19 0.29 0.25 0.21 0.19 0.35 0.06

LE5 0.85 0.046  9.45 0.85 0.16 0.19 0.07 0.05 0.12 0.10 0.05

OA

OA4 0.90 0.125 11.50 0.12 0.90 0.15 0.09 0.07 0.06 0.09 0.02

OA3 0.86 0.102 10.45 0.09 0.86 0.20 0.01 0.19 0.05 0.12 0.15

OA1 0.85 0.058  9.45 0.19 0.85 0.17 0.14 0.12 0.02 0.19 0.17

OA2 0.77 0.098  8.22 0.21 0.77 0.35 0.19 0.06 0.19 0.13 0.19

U

U3 0.86 0.088 10.45 0.24 0.18 0.86 0.18 0.05 0.18 0.25 0.18

U4 0.84 0.135  9.20 0.27 0.15 0.84 0.15 0.02 0.15 0.07 0.15

U2 0.80 0.115  9.01 0.23 0.19 0.80 0.29 0.19 0.29 0.09 0.29

U1 0.79 0.098  8.90 0.25 0.12 0.79 0.19 0.18 0.19 0.01 0.19

E

E3 0.88 0.088 12.31 0.12 0.06 0.06 0.88 0.15 0.09 0.14 0.12

E1 0.84 0.156 10.02 0.10 0.05 -.07 0.84 0.01 0.02 0.04 -.18

E2 0.76 0.138  8.23 0.10 0.02 0.09 0.76 0.08 0.10 0.12 0.15

E4 0.76 0.167  8.23 -.03 -.08 0.01 0.76 0.04 0.07 0.06 0.11

F

F4 0.83 0.029  9.21 0.18 0.12 0.09 0.19 0.83 0.15 0.12 0.13

F3 0.80 0.018  9.01 0.18 0.16 0.16 0.18 0.80 0.20 0.19 0.14

F2 0.72 0.035  8.02 0.16 0.10 0.28 0.15 0.72 0.17 0.13 0.19

F1 0.70 0.021  8.01 0.24 0.18 0.10 0.29 0.70 0.35 0.25 0.19

IS

IS1 0.82 0.023  9.20 0.14 0.12 0.26 0.19 0.17 0.82 0.07 0.08

IS2 0.78 0.019  8.87 0.02 0.23 0.24 0.18 0.25 0.78 0.09 0.02

IS3 0.71 0.011  8.00 0.06 0.03 0.05 0.16 0.17 0.71 0.01 0.10

COM

COM4 0.83 0.032  9.21 0.03 0.11 0.02 0.02 0.07 0.02 0.83 0.07

COM3 0.80 0.039  9.01 0.05 0.16 0.10 0.10 0.07 0.10 0.80 0.16

COM1 0.79 0.024  8.90 0.05 0.28 0.07 0.07 0.09 0.07 0.79 0.28

COM2 0.71 0.028  8.00 0.06 0.10 0.12 0.09 0.01 0.02 0.71 0.10

SP

SP1 0.81 0.065  9.34 0.18 0.12 0.15 0.07 0.05 0.02 0.02 0.81

SP4 0.81 0.023  9.31 0.15 0.07 0.02 -.09 0.05 0.10 0.10 0.81

SP2 0.79 0.025  8.90 0.19 0.09 0.10 0.01 0.16 0.07 0.07 0.79

SP5 0.78 0.020  8.23 0.11 0.01 0.07 -.08 0.28 0.21 0.25 0.78

SP3 0.76 0.026  8.23 0.24 0.12 0.09 0.03 0.10 0.12 0.09 0.76

주) 
*
 장의 헌신성(LE); 오 라인 활동 수 (OA)：유용성(U)：용이성(E)：흥미성(F); 정보공유(IS); 의사소통 

(COM); 학습성과(SP).

해 재된 측정항목의 요인 값과 t-값을 분석하

다. 개별 측정항목과 련변수의 공유된 분산이 오

차분산보다 크기 해서는 측정항목에 0.7 이상의 

재 값이 요구되며, Chin[42]은 최소 0.6 이상의 

재 값이면 통계 으로 유의함을 제시 했다. 

본 연구에서도 개별 측정 항목들의 재 값이 0.7

을 상회 하고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신뢰성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측정한 8개의 구성개념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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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개념변수
잠재
변수

C’α CR R
2

C Re AVE
별 타당성 분석

LE OA U E F IS COM SP

운  
특성

LE
*

0.837 0.919 0.627 0.919 0.749 0.74
**

OA 0.850 0.902 0.670 0.902 0.792 0.39 0.79

기술  
특성

U 0.848 0.852 0.628 0.852 0.820 0.58 0.43 0.82

E 0.738 0.840 0.598 0.840 0.790 0.36 0.27 0.43 0.79

F 0.917 0.927 0.727 0.927 0.727 0.41 0.27 0.44 0.57 0.72

학습자간 
상호작용

IS 0.852 0.892 0.336 0.682 0.892 0.832 0.46 0.47 0.51 0.39 0.43 0.83

COM 0.812 0.838 0.326 0.634 0.838 0.737 0.38 0.48 0.44 0.32 0.41 0.59 0.73

학습성과 SP 0.895 0.907 0.383 0.712 0.907 0.747 0.34 0.25 0.30 0.46 0.49 0.49 0.62 0.74

주) * 장의 헌신성(LE); 오 라인 활동수 (OA)：유용성(U)：용이성(E)：흥미성(F); 정보공유(IS); 의사소통 

(COM); 학습성과(SP).
** 별 타당성 분석에서 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특성으로 장의 헌신성(LE1-5), 오 라인 활동수

(OA1-4), 기술  특성으로 유용성(U1-4), 용이

성(E1-4), 흥미성(F1-4), 학습자간 상호작용으로 정

보공유(IS1-3), 의사소통(COM1-3), 그리고 학습

성과(1-5)로 총 33개의 측정 항목들이 분석되었으

며, 이들의 재 값은 0.70에서 0.90범  안에 존재

하고 있음을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 측정 항목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한 

기 으로 복합신뢰도(CR)는 0.7 이상이며, 평균분

산추출(AVE) 값이 0.5 이상이면 구성개념의 신뢰

성이 확인된다고 하 다[47, 49].

따라서 본 연구의 복합신뢰도(CR)값과 평균분

산추출(AVE)값 모두 기  수치를 상회하고 있어 

내  일 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채택한 측정 도구는 집 타당성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표 4>.

(2) 별타당성은 측정항목의 재 값과 다른 변

수들에 한 교차 재 값 <표 4>과 <표 5>의 

각선축에 표시되는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과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를 분석 하

면 검증할 수 있다. Hulland[52]는 측정항목에 

한 재 값이 교차 재 값보다 크면서 0.7 이상이

면 다른 요인과 구별이 된다고 하 으며, Fornell 

and Larcker[47]는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

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  계수보다 상회하면 

별 타당성 기 을 충족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측정

항목의 개별 구성개념에 한 재 값이 교차 

재 값 보다 크게 나타났고, 0.7 이상이다. 

한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분산추

출(AVE)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  계

수보다 상회하여 본 연구모델의 구성개념은 별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 다. 하지만 정보공유(IS)

와 의사소통(COM)은 앞서 논의했던 것 처람 유사

한 특징이 있지만, 의사소통은 웹 기반 학습내용 

정보공유 활동을 포함한 보편 인 학습자간 계 

커뮤니 이션 활동이다. 계구축 목 의 의사소

통 활동인 에서 분명한 차이를 구분지어 개념 구

성을 하 기 때문에, 이들의 상 계(0.59)가 높게 

나타났지만, 별 타당성의 기 에 합하고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이자 구분 가능한 변수임

을 말할 수 있다. 

4.2.2 PLS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측정모델 분석 결과 본 연구 모델에 한 신뢰

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구조모형에 한 

설명력(1)과 향도(2), 경로분석(3)을 이용하여 가

설 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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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2]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1) PLS 구조모델에 한 검증은 선행변수의 종

속변수에 한 설명력(R2), 경로계수의 크기(β), 부

호, 통계  유의성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PLS는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과 달리 모형에 한 

합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선행변수들의 설명력(R2)

을 통해 알 수 있으며[47], 정 검정력(powewr) 

10%를 상회 하면 반 으로 양호한 수 의 구조

모델임을 단할 수 있다[49]. 

본 연구에서도 PLS의 부스트랩 방식을 이용하

여 얻은 결과가 [그림 2]와 같다. 모든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최종 변수인 ‘학습성과’의 설명력

(R2)은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38.3%로를 설명 

하고 있다. 한, 독립변수에 한 ‘정보공유’는 

33.6%, ‘의사소통’는 32.6%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설명력(R2)이 10% 이상으로 

나타고 있어 양호한 연구모형으로 단될 수 있다. 

(2) Chin[42]은 연구모델의 구성개념의 측력

을 측정 하려면, 선행 구성개념의 향도를 측정해

야 한다고 하 다. 이는 연구 모델에 포함된 매개

변수의 향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그 모델의 설

명력이라 할 수 있는 R2의 변화 정도를 통해 매개

효과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Chin[42]은 체모

델(full model)과 감소모델(reduced model)의 R2의 

변화량을 통해 효과크기(f2)를 계산함으로서 매개

변수가 포함된 모델의 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PLS는 부분 추정방법을 용하고 분포

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Lisrel이나 Amos에서는 

모델에서처럼 모형에 한 합도 는 각 추정치

에 한 유의성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개변수의 향도 측정은 Cohen[43]이 

언 한 효과크기(f2) 범 로 가늠 할 수 있다. f2가 

0.02이면 소(small), 0.15이면 (medium), 0.35이

면 (large)의 기 으로 그 효과의 정도가 평가 

된다. 

즉, 연구모델에 매개변수가 포함되는 것이 좋은 

모델인지, 아니면 매개변수가 없는 것이 더 좋은 

연구모델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매개변

수 효과크기(f2)를 측정 하 다.

f2 = (R2
included-R

2
excluded)/(1-R

2
included)

R
2
include：완  모델의 R

2
, 

R
2
excluded：감소 모델의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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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검증 결과와 매개효과 검증

경로분석 결과 매개 효과 검증

가설 제안된 경로 β t-값 결과 모형 R
2

f
2

H1

H1-1a  LE → IS 0.150 2.698 채택

완 모델 0.383
H1-2a  OA → IS 0.324 3.991 채택

H1-1b  LE → COM 0.119 2.171 채택

H1-2b  OA → COM 0.309 2.177 채택

H2

H2-1a  U → IS 0.135 2.111 채택 감소모델 A
-정보공유(IS)만 제거 0.254 0.209H2-2a  E → IS 0.085 0.727 기각

H2-3a  F → IS 0.324 2.564 채택

H2-1b  U → COM 0.137 2.235 채택
감소모델 B

-의사소통(COM)만 제거
0.201 0.294H2-2b  E → COM 0.057 0.572 기각

H2-3b  F → COM 0.309 2.564 채택

H3 H3  IS → COM 0.467 7.961 채택 감소모델 C
-정보공유(IS)와 의사소통(COM)

동시 제거 
0.309 0.119

H4
H4-1a  IS → SP 0.389 6.761 채택

H4-2a  COM → SP 0.433 6.881 채택

주) 장의헌신성(LE); 오 라인활동 수 (OA)：유용성(U)：용이성(E)：흥미성(F); 정보공유(IS); 의사소통(COM); 

학습성과(SP).

효과크기(f2)에 한 기 -매개효과  ≥ 0.35,  ≥ 0.15, 소 ≥ 0.02.

 <표 6>와 같이 정보공유(IS)를 제거한 감소모

델 A에서의 R2 값(0.254)과 의사소통(COM)을 제

외 하여 측정한 감소모델 B에서의 R2 값(0.201), 그

리고 모두 제거한 감소모델 C에서의 R2 값(0.309)

을 알 수 있다. 

효과크기(f2) 한 감소모델 A와 B의 f2는 0.209

와 0.294(0.35≥ f2≥ 0.15)로 분석되어 (medium)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정보공유(IS)와 의사소

통(COM)을 동시한 제거한 감소모델 C에서의 f2 

는 0.119( 0.15≥ f2 ≥ 0.02 )로 소(small)정도의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 모형에 있어서 매개변

수인 정보공유(IS)와 의사소통(COM)이 포함된 완

모델 즉 본 연구 모델은 좋은 모델이며 매개요

인으로써 요한 요임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

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PLS 연구모델에서의 경로분은 경로계수와 

t-값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PLS의 부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얻은 

경로계수와 t-값 결과가 <표 6>에서 볼 수 있다. 

부스트랩(bootstrap)은 통계량의 어떤 조건하에서

의 분포를 근사 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재표본추

출(re-sampling)하여 심 있는 통계량 값을 구하

는 것으로 실제 표본에서 n개의 측치를 포함하

는 표본을 반복추출하는 기법이다[35]. 

본 연구에서는 샘 사이즈가 200개가 넘기 때문

에 Efron and Tibshirani[46]이 권장한 200회 이상

의 서 샘 을 추출하여 경로계수의 t-값을 구하

다. <표 6>에서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시스템  

특성의 용이성(E)이 력  상호작용의 정보공유

(t-0.727)와 의사소통(t-0.572)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은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가설 H2(H2-2a)와 H2(H2-2b)들만 기각되고 나머

지 가설에 해서는 채택되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논의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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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상호작용 활동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운  

특성, 시스템  특성요인이 매개변수인 정보공유

와 의사소통 활동에 미치는 향과 궁극 으로 학

습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 분석 결과는 2가지 에서 정리를 하 다.

첫째, 시스템 특성의 요인  ‘용이성’ 변수만 제

외하고 ‘유용성’, ‘흥미성’은 유의한 결과 값을 얻었

으며, 운  특성의 요인인 ‘ 장의 헌신성’, ‘오

라인 활동수 ’ 변수 모두가 매개변수에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이성’은 웹 기반 

력학습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없

고에 상 없이 매개변수인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에

는 직 인 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보편 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 학습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능

력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된

다. 한 다른 학습자와 력 학습에는 필요한 시

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이 쉽고 어렵고를 떠

나서 주어진 학습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학습자들

의 의식  행동과 공동체  집단 학습환경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동인 과제 심 ‘정보

공유’와 계 심 ‘의사소통’ 활동이 시스템 /운

 특성과 개인별 학습성과 사이를 완 히 매개

하는 효과가 있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포함된 완 모델 즉 본 

연구모델은 좋은 모델이며 매개요인으로써 요한 

요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웹 기반 

력학습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과제지향 ‘정보공유’ 활동과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으로 단계 으로 구분하

여 수행하여 이들 간에는 정 인 인과 계임을 

검증 하 으며, 독립변인(시스템 /운  특성)과 

개인별 학습성과인 종속변수 사이를 완 히 매개

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개인의 학습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치고 있음을 밝 냈다. 

 5.2 시사   한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 로 웹 기반 력학습 

시스템을 설계하는 실무자들에게 시사 을 제안 

한다. 첫 번째, 력학습을 통해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업지향 과제뿐만 아니라 취업 비를 목

으로 하는 토익(TOEIC) 별 스터디 업 학습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웹 기반을 통한 학습자 

심 이러닝 상품을 기획하고 학습 운 을 비하는 

실무자들은 이를 통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유

형과 커뮤니 이션 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업지향 과제  학습일수록 학습

자들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은 매우 요한 상

호작용 활동이므로 모바일  스마트폰을 기반한 

커뮤니 이션 기능을 추가 하여 학습자간의 최

한 커뮤니 이션 기능에 을 맞춘 교수-학습 

설계를 한다면 학습자들의 이동성과 근성에 더

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력  상호작용 내용을 과제지향 ‘정

보공유’ 활동과 계지향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

분하여 제시한 을 들 수 있다. 력  상호작용 

차원을 참여주체인 학습자를 기반한 상호작용 내

용을 과제와 계 지향을 한 커뮤니 이션을 단

계  활동으로 구분지어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실증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웹 기반 

력학습 시스템을 설계하는 실무자들에게 선행연

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컨텐츠 측면, 시스템과 인  

물  차원 측면에서의 요성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의 커뮤니 이션 활동인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을 학습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략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학습내용  학습자원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학습자간 달하기 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활성화 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웹 기반 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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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학습자간 과제 심 ‘정보공유’ 활동 기능

에만 치 이 되어 있다. 학습자간 계 심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기능

(메신 , SNS)이 미약 하 으며, 주로 오 라인 활

동에만 의존하는 계 지향 활동을 할 수밖에 없

는 환경이었다.

두 번째, 기존 연구에서는 장의 자질과 유형에 

따라 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 하고 있

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력 학습을 이끌어 갔

던 장의 자질과 활동 성향을 따로 구분하지 못

한 한계 이 있다. 를 들어 장의 의사소통 능

력, 사고력, 행정능력, 지도력 등에 의해서 효과

인 운 이 될 수 있고, 장의 유형이 승부집착형,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형인지, 감독책임형, 솔선수

업형인지에 따라서도 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장의 헌신

성만을 반 하여 결과의 다양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과를 

개인  차원에서 연구하 는데, 과 기  단 의 

상호작용 활성화 략과 학습성과 비교 연구가 필

요하다. 한 오늘날 유비쿼터스 환경과 모바일 

시 임을 감안하여 력학습 설계를 스마트 러닝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활성화 진 요인을 규명 

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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