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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러한 관계를 조절해주는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변수는 교육내용, 교육운영, 교육시설, 교수자 특성, 그리고 학습동기이다. 학습동기
의 Houle, 현종철‧김은경 문항은 참고하여 학습동기가 교육만족도에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
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내용, 교육운영, 교육시설, 교수자특성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동기 조절효과를 보면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
는 학습동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동기가 교육만족도에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학습동기, 사회적기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education satisfaction of 
social entrepreneurs, and to analyse the moderate variable such as the study motivation among the factors. These 
factors includes the curriculum, the education management, the education faci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instructors and the study motivation. To do this end, this study set up the research questionnaire from the study 
of Houle (1961) and Hyun and Kim (2010), and did the moderat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academic motivation can do as the moderate variable while affecting the education satisfaction. The study 
finds that the factors such as the curriculum, the education management, the education fac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tructors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test results. Also the study motivation as a 
moderate variable shows significant result. Thus for educating the social entrepreneurs, the study motivation of 
them should be deep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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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7년 사회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1차 5개년 계

획이 경과되고, 2013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

고 있다. 그동안 사회 기업에 한 인 심이 늘

어나고 있고 정부 한 활성화를 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제시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 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여 비 과 신  아이디

어, 경 능력을 갖춘 사회 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우선 으로 시 한 과제라고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이를 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사회

기업가를 양성하기 해 매년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사

업을 담당할 교육기 을 선정하여 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의 목 은 첫째, 사회

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여 비 , 신  

아이디어, 경 능력을 갖춘 사회 기업가 양성과 둘째, 

사회 기업의 성공을 해서는 사회 기업가의 사회  

사명감과 경 능력 제고 그리고 셋째, 사회 기업이 시

장에서 생존가능하고 자립가능하기 해서는 인  인

라 확   사회 기업가의 역량 강화라 할 수 있다[17].

기에는 정부 주도의 사회  기업가 양성을 한 단

기 교육 로그램인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가 운 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단기교육 로그램을 수강한 교육 인원 

가운데 다수가 사회  기업과 련한 보다 문 이고 

심도 있는 교육  지속 인 사회  기업 경 훈련을 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업가에 한 교육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업 아카데미에 한 학계의 연구는 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로서 김덕원‧김 순[1], 박재환‧

김용태[8], 김학실[4]은 사회  기업가 양성을 한 교과

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교과과정 모형에 기 하여 

교과과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부분 사

회  기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정작 아카데미 참여자의 교육만족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종철‧김은경[15]은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참

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와의 계를 분석하 는데 참

여동기가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상조[2], 김 우‧김용구[3]의 연구에 따르면 강

의만족은 학습동기에 따라 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 다. 즉 학습동기는 교육서비스 품질에 상호작용

하면서 학습만족에 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사회 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상으로 교

육만족  학습동기에 한 연구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교육만족도와 학습동기의 조 효과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박찬임[9]은 사회  기업을 활성화하기 해

서는 교육 훈련이 가장 기 인 과제라고 지 하면서 

사회  기업 련 인력을 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

하여 사회  기업에 참여하는 실무자나 참여자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미래의 사회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김덕원‧김 순[1]은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일반과

정의 교육과정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사회  기업가 아

카데미 일반과정은 사회 기업의 종류가 더욱 다양화됨

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 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

았다. 이들에 따르면 재에는 경 에 련된 교과 내용

이 주된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 기

업의 본질 인 측면인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한 

창의 인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교과과정에 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컨 , 박재환․김용태[8]는 사회  기업가 

양성을 해 체계 이고 실천 인 교과과정 모형을 개발

하고 이러한 교과과정 모형에 기 하여 유능한 사회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효과 이고 한 교과과정을 

제시하 다. 그리고 김학실[4]은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의 운 황 분석과 문가들의 교과목에 한 상  

요도와 우선순  분석을 통해 보다 개선된 교육과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가 실제 교육만족도와

의 계를 분석한 것은 최근 종철‧김은경[15]의 연구

가 유일하다. 이들은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와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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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가 양성방안을 마련하 는데, 이는 사회  

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기업의 효율  

확 를 도모하기 한 것이라고 하 다.

이상의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부분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아카데미 

참여자의 교육만족도에 한 연구와 교육만족에 조  

향을 주는 학습동기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2 교육만족도

일반 으로 만족이란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의 기본

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교육만족도 조사에 해 체계 으로 연구한 Astin[18]

은 교육 만족도를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한 주 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습자의 주

 경험과 그 경험의 가치에 한 인식을 포함해온 범

한 구성개념으로 학습자 개인의 기 나 가치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한 주  반응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을 의미한다고 하 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최규환

[14]은 만족을 ‘강의서비스에 한 반 인 평가  정

서  반응’으로, 황보혜․최은수[16]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정

이고 유쾌한 정서  인식 상태로 정의하 다.

교육학 에서 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박미경[7]은 학습참여 만족요인으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으로 구분하 다. 신상철‧유천수‧

이희석[11]은 교육내용이 교육만족도에 크게 향을 미

치지만, 교육서비스의 경우에 교수자는 학교나 기 을 

리하고 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수자가 수강생들과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교수자에 특성은 요하게 고

려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노병혜[6]는 ‘학 은행제 학습자의 학습차이 실

태와 만족도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교육방법이나 교육

로그램 내용에 한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밝혔다. 

신은정[12]은 학부설 평생교육원 성인 학습자의 참

여 만족변수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강사, 직

원서비스로 설정하 다. 황보혜‧최은수[16]는 교육 내용

과 질, 교육교재, 강사 수 , 교육시설, 교육지원서비스, 

교육비, 교육기 , 교육결과로 구성하 고, 변주성[10]은 

교육내용, 강사, 작업시설, 학습구성원으로 등으로 구분

하 다. 이러한 교육만족도에 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

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education satisfaction
study curriculum management facilities instructors

Pak(2001) ○ ○ ○

Sin(2002) ○ ○

Nor(2003) ○ ○

Sin(2009) ○ ○ ○ ○

Hwang(2009) ○ ○ ○ ○

Byun(2011) ○ ○ ○

2.3 학습 동기

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동기란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때 행동이 유발되며 행동의 활성을 증감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 주는 심리  요인으로 정의한다. 동기는 행

동을 실행시키기 한 비과정이며 목표달성의 원동력

이라고 할 수 있다.

Houle[20]은 교육에 한 참여 동기를 목표지향형, 활

동지향형, 학습지향형의 3유형으로 분류하 다. 목표지

향형이란 개인 으로 문 인 지식  기술의 습득 등

을 목 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체 이고도 명백한 목

표를 지니는 경우이다. 그리고 활동지향형은 사회 인 

계의 형성, 소속감의 형성 등 인 계의 증진 등을 목

으로 하는 유형으로 학습 그 자체에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행  그 자체에서 의미나 만족을 구

하는 부류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지항형은 이타 인 심

을 가지고 타인이나 지역사회의 발 을 하여 사하기 

해서 참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Houle의 연구를 바탕으로 Brophy[19]는 학습

동기를 ‘학습행 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나 기능을 획득하는 동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습자

체를 즐기고 학습효과에 만족감을 갖는 것’라고 정의하

으며, 한 Woolfolk[22]는 ‘학습 활동을 가치 있는 것

으로 여겨 열심히 하려는 경향’ 이라고 정의 하 다. 국내 

연구로서 정종진[13]은 학습동기를 학습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습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학습

활동으로부터 의도한 바를 얻기 해 노력하는 경향성으

로 보았다.

한편 김상조[2]는 강의만족은 학습동기에 따라 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 다. 그에 따르면 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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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이 향상된다고 해서 학생의 만족도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로 변수간의 계를 조

해주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최

근 연구로서 김 우‧김용구[3]는 사이버 학에서 제공

하고 있는 강의서비스 품질이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습만족에 향을 주

지만,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만족에 

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희숙[5]

은 푸드스타일리스트 교육서비스에 한 교육만족이 학

습동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증적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의 교육만족도

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러한 계를 조 해주는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교육내용, 교육운 , 교육시설, 교수자 특성, 

그리고 학습동기이다.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의거하여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교육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일 성, 내용의 성, 직무와 

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박미경[7], 신상철․유천

수․이희석[11], 노병혜[6], 신은정[12], 황보혜‧최은수

[16], 변주성[10] 등의 연구에서 교육내용이 교육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내용은 교육 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교육운영

교육운 은 교수자와 학습자들 사이에 교육을 진행하

는 것을 말한다. 교육운 은 교육방법, 교육기간, 정보

달의 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교육운 이 교육만족

에 향을 주는 연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제시되어 왔

다. 컨 , 박미경[7], 노병혜[6], 신은정[12], 황보혜‧최

은수[16] 등에 따르면 교육운 이 교육만족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하고자 한다.

H2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운 은 교육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강의와 련된 시설을 말한다. 교육시설의 

만족, 편의시설, 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교육시설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실제 교육시설이 직 으로 만족도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박

미경[7], 신은정[12], 황보혜‧최은수[16]), 변주성[10] 등

의 연구는 교육시설이 교육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3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시설은 교육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4 교수자 특성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강의 달에 한 내용을 말한

다. 교수자의 문지식, 논리성, 친 성, 신뢰 등이 바로 

교수자의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교수자의 특성은 

실제 교육환경에서 수혜자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신상철[11], 신은정[12], 황보혜‧최은수

[16], 변주성[10] 등의 연구에서 교수자 특성이 학습만족

도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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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수자 특성은 교육만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5 학습동기의 조절효과

학습동기는 ‘학습행 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는 동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습자체를 즐기고 학습효과에 만족감을 갖는 것’라고 

말한다. 이러한 학습동기는 학습에 한 의욕, 태도, 목

의식, 의지의 정도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학습활동에 

한 가치 부여와 학습참여 형태, 지식습득 방법이나 표출

행동 등에 향을 주게 된다.

실증연구로는 김상조[2], 김 우‧김용구[3], 남희숙[5] 

등의 연구에서 교육비스에 한 교육만족은 학습동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5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에 한 교육만족도 

는 학습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H5-1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에 한 교육만  

족도는 학습지향형 학습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H5-2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에 한 교육만  

족도는 활동지향형 학습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H5-3 :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에 한 교육만  

족도는 목표지향형 학습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4.가설검증 및 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설문은 2012년 한국사회 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각 권역별 지원기 에서 주 한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인천지역은 (사)홍익경제

연구소에서 상반기, 하반기 아카데미 창업교육 수료생 과 

경기도는 (재)사회 기업 경기재단에서 하반기 실시한 아

카데미 창업과정 수료생들을 상으로 수료 직후 설문지

를 120부를 배포하여 115부를 회수하 다. 부 하게 응

답한 설문지를 제거하여 최종 110부를 사용하 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자 62명(61%), 

여자 39명(39%)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20  12%, 30

 34%, 40  31%, 50  21%, 60  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6명(5.9%), 기술직 9명(8.9%), 사무직 41명

(40.6%), 문직 29명(28.7%), 생산직 3명(3%), 기타 13명

(12.9%)순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조작적정의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perational Definitions

Curriculum Content consistency, Job Relevance

Education

management

Education in adequacy, 

Time appropriateness

Education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Amenities

Characteristics of

instructors
Expertise, Kindness, Trust

Study motivation

Learning-Oriented

Oriented activities

Goal-oriented

교육내용은 교육내용 일 성, 내용 성, 직무 련성

으로, 교육운 은 교육운  성, 교육방법 성, 수

업시간 성으로,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의 만족  편

의시설을 활용하 다. 그리고 교수자 특성은 문지식, 

친 성, 신뢰, 도움요청으로 연구변수로 하 다.

학습동기는 Houle[20]의 정의를 따랐다. 즉 학습지향

형은 지식추구, 자기학습, 자기만족, 활동지향형은 삶의 

활력, 소속감, 사, 인간 계, 목표지향형은 사회  기업

이해, 지역사회문제 해결, 창업 등으로 연구변수를 정하

다.

4.3 측정도구의 검증

통계분석은 SPSS18.0K를 사용하여 실시하 으며, 연

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측정하기 해 Cronbach'ɑ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으로 측정변수들

의 신뢰성 계수가 체 으로 0.82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성은 확보되었다.

타당성 분석을 하여 <Table 3>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 모델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다. 요인 재치의 단순

화를 해 직각회 (Orthogonal Rotation)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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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택하 으며, 이 때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 

(Eigenvalue)이 1.0 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결정하 다. 

그 결과, 교육내용, 교육운 , 교육시설, 교수자 특성으로, 

학습동기 변수로는 학습지향형, 활동지향형, 목표지향형, 

교육만족도에 한 측정항목 체에 한 요인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학습지향형4,5항목, 활동지향형 4,5,6항

목, 목표지향형 1,2항목은 공통성이 .380이하로 제외)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Factor Cronb

ach'ɑ Variable
1 2 3 4 5 6 7 8

.618

.910 Curriculum

.603

.723

.775

.790

.802

.731

.885
Education

management

.785

.721

.776

.846

.913
Education

facilities
.848

.858

.733

.840

Characteristic

s of 

instructors

.860

.752

.778

.822
Learning-

Oriented

.865

.806

.785

.824

.899
Oriented

activities

.883

.887

.820

.807

.807

.856
Goal-oriente

d

.875

.831

.839

.834

.894
education

satisfaction

.881

.904

.866

8.335 1.545 1.307 1.021 2.618 3.570 2.809 3.040

4.4 가설검증

4.4.1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영향요인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4>는 교육만

족도 향을 주는 다 회귀 분석결과이다.

Independent

Variable
β T P R2 F P

Curriculu .341 4.522 .000

.460 20.267 .000

Education

management
.414 5.492 .000

Education facilities .169 2.248 .027

Characteristics of

instructors
.380 5.041 .000

<Table 4> Hierarcgical Regression Results

분석결과 R2값이 .460으로 변량의 46%를 설명하고 있

다. 교육내용, 교육운 , 교육시설, 교수자 특성이 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교육운 (t값: 5,492), 교수

자 특성(t값: 5.041)순으로 나타났다. 한 VIF가 1.000으

로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학습동기의 조절효과

Baron 과 Kenny[21])는 조 변수(moderator)를 “ 측

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서 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향

을 미치는 변수”라고 정의하 는데, 이것은 “만일 어떤 

두 변수의 계가 제 3변수의 함수이면 이때의 제 3변수

는 조 변수로 간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 3

의 조 변수가 기존의 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와의 계에 향을  때 이는 조 효과가 있다고 말한

다. 구체 으로 이러한 조 변수의 조 효과는 제 3의 변

수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통해서 입증된다.

조 변수의 검정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리 쓰이는 것은 조 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fression : MMR)과 하 집단별 상 계수 비교법

(Subgroup-Based Correlation Coefficients: SCC)이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조 변수로서의 역

할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H5>를 검정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5>는 학습지향형 학습

동기 조 회귀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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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β t P R

2
F

Curi .341 4.522 .000** 

.460 20.267
mana .414 5.492 .000** 

faci .169 2.248 .027** 

instr .480 5.041 .000** 

Curi .296 4.102 .000** 

.524 20.723

mana ,328 4.371 .000** 

faci .105 1.427 .157

instr .353 4.932 .000** 

Lea-Or .279 3.553 .001** 

Curi .338 4.107 .000** 

.552 12.331

mana .391 4,717 .000** 

faci .130 1.661 .100

instr .392 5.045 .000** 

Lea-Or .250 3.118 .002** 

Curi*Lea .031 .395 .694

mana*Lea -.066 -.801 .425

faci*Lear -.028 -.349 .728

instr*Lea -.144 -1.751 .083*

** p-value<.05 , * p-value<.1 

<Table 5> Learning-Oriented Study motivation
Result

학습지향형 학습동기 조 회귀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 설명력의 경우 1단계(R2=46.0%, F=20.267, p=.000), 2

단계 (R2=52.4%, F=20.723, p=.000), 3단계(R2=55.2%, 

F=12.331, p=.000)로 높아졌다. F변화랑 한 유의수  

ɑ=0.05에서 유의한 결과 (교육시설 제외)로 나타나 <가
설 5-1>은 지지되었다. 즉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에 한 교육내용, 교육운 , 교수자 특성은 교육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주지만, 학습자의 학습지향형과 상호

작용하면서 교육만족도에 조  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각 변수별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교

수자 특성(instr)과 학습지향형(Lea)의 상호작용(t=1.751, 

p=0.83)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value<.1). 이는 사

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에 한 교수자 특성(instr)은 

학습지향형(Lea) 학습동기와 상호작용하 을 때 교육만

족도와 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6>

은 활동지향형 학습동기 조 회귀분석 분석결과다.

활동지향형 학습동기 조 회귀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 설명력의 경우 1단계(R2=46.0%, F=20.267, p=.000), 2

단계 (R
2=50.9%, F=19.462, p=.000), 3단계 (R2=56.8%, 

F=13.147, p=.000)로 높아졌다. F변화랑 한 유의수  

ɑ=0.05에서 유의한 결과 (교육시설 제외)로 나타나 <가
설 5-2>은 지지되었다. 즉 이는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에 한 교육내용, 교육운 , 교수자 특성은 학습자

의 활동지향형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만족도에 조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변수별 상호작

용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교육내용(Cur)과 활동지향형

(Ori-act)(t=2.933,p=0.004), 교육운 과 활동지향형

(t=-2.096,p=0.039)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

업가 아카데미 교육에 한 교육운 (mana)은 활동지향

형(Ori-act) 학습동기와 상호작용하 을 때 교육만족도

와 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
β t P   F

Curi .341 4.522 .000** 

.460 20.267
mana .414 5.492 .000** 

faci .169 2.248 .027** 

instr .480 5.041 .000** 

Curi .280 3.737 .000**

.509 19.462

mana .322 4.102 .000**

faci .107 1.425 .158

instr .302 3.929 .000**

Ori-act .265 3.037 .003**

Curi .267 3.617 .000**

.568 13.147

mana .303 3.978 .000**

faci .093 1.251 .214

instr .282 3.801 .000**

Ori-act .260 3.040 .003**

Curi*Ori-act .218 2.933 .004**

mana*Ori-act -.152 -2.096 .039**

faci*Ori-act .086 1.168 .246

instr*Ori-act -.045 -.620 .537

** p-value<.05 , * p-value<.1

<Table 6> Oriented activities Study motivation Result

 

다음 <Table 7>은 목표지향형 학습동기 조 회귀 분

석 결과이다. 목표지향형 학습동기 조 회귀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 설명력의 경우 1단계(R2=46.0%, F=20.267, 

p=.000), 2단계 (R2=63.5%, F=32.908, p=.000), 3단계 

(R2=67.6%, F=20.851, p=.000)로 높아졌다. F변화랑 한 

유의수  ɑ=0.05에서 유의한 결과 (교육시설 제외)로 나타
나 <가설 5-3>은 지지되었다. 즉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에 한 교육내용, 교육운 , 교수자 특성은 학습자의 

목표지향형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만족도에 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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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각 변수별 상호작용의 유

의성을 살펴보면 교육내용과 목표지향형(t=1.781,p=0.078), 

교육운 과 목표지향형(t=-1.884,p=0.063)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value<.1). 이는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

육에 한 교육내용과 교육운 은 활동지향형 학 동기

와 상호작용하 을 때 교육만족도와 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
β t p R2 F

Curi .341 4.522 .000** 

.460 20.267
mana .414 5.492 .000** 

faci .169 2.248 .027** 

instr .480 5.041 .000** 

Curi .188 2.848 .005**

.635 32.908

mana .363 5.793 .000**

faci .051 .795 .429

instr .212 3.163 .002**

Goal-ori .494 6.745 .000**

Curi .240 3.594 .001**

.676 20.851

mana .297 4.503 .000**

facir .061 .969 .335

instr .222 3.416 .001**

Goal-Goal .458 6.332 .000**

Curi*goal .118 1.781 .078*

mana*Goal -.129 -1.884 .063*

facir*Goal .034 .547 .586

instr*Goal -.065 -1.016 .312

** p-value<.05 , * p-value<.1

<Table 7> Goal-oriented Study motivation Result

5. 결 론

본 연구는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교육의 교육만족도

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러한 계를 조 해주는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 다. 주요변수는 교육내용, 교육

운 , 교육시설, 교수자 특성, 그리고 학습동기이다. 학습

동기를 측정하기 하여 Houle[20] 그리고 종철․김은

경[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 다. 그리고 학

습동기가 교육만족도에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가질 것

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교육내용, 교육운 , 교육시설, 

교수자 특성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이 결과는 박미경[7], 신상철․유

천수․이희석[11], 노병혜[6], 신은정[12], 황보혜‧최은수

[16], 변주성[1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교육운 (t값: 5,492), 교수

자 특성(t값: 5.041)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만족도

를 해서는 교육운 에서는 교육운  성, 교육기간 

 시간 성을 교수자 특성에서는 문지식, 친 성, 

신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만족도에 한 학

습동기의 조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즉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에 한 교육내용, 교육

운 , 교수자 특성은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만 학습동기와 상호작용하면서 교육만족도에 조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동

기가 교육서비스 품질에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만족에 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습동기 유형

별로 보면 학습지향형 학습동기는 교수자 특성이, 활동

지향형 학습동기는 교육내용  교육운 , 목표지향형 

학습동기는 교육내용  교육운 과 상호작용하면서 교

육만족도에 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습동기 유

형을 악하여 -학습지향형은 교수자 특성을, 활동지향

형은 교육내용  교육운 을, 목표지향형은 교육내용 

 교육운 을-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

면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천지역과 경기도 지역 수강생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종 설문지 110부를 사용하

여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할 것

이다. 추후 좀 더 많은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을 

상으로 하고, 이와 아울러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다양

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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