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수명연장에 따른

복지문제가 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00

세 이상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서는 고령사회로진입하

으며〔1〕, 우리나라 미래 역시 외가 아닐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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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나라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 사이버 학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시 에

와 있다. 성인학습자들에 한 교육은 평생교육 에서 요한 시사 을 가진다. 본 연구는 사이버 학 재학 성인학습자사

례분석결과, 경제 부담, 학습시간 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고립감, 상호작용 미비 등이 학업지속을 방해하는 장애요인

으로 나타났다. 장학 제도는 상당히 등록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 학 재학생이 느끼는 고립

감과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부족문제는 오 라인특강 활성화로 완화가능하며, 성인학습자를 한 컴퓨터사 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국의 온라인교육 도탈락 연구들에서 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 부담과 학습시간부족이 우리 경우에는 요하게 나타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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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o disturb the e-Learning persistence of adult learners based on a case study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Seoul Korea. Main findings of our research show that economic burden, 

shortage of studying hours, digital literacy problem, perceived isolation, inefficient interaction between lecturer and 

student, and support of family are primary factors to influence the persistence of online education in a Cyber 

university. From our case study, we recommend to improve the scholarship system, and supplement the offline 

special lectures at weekends in order to alleviate perceived isolation. A novelty of this paper is that economic burden 

is highlighted to influence the persistence of adult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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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고 있다. 수명연장은 불가피하게 직업의 연장을 가

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 1차 교육에서 획득한 최

의 문지식만 가지고는 수명이 연장된 년이후의 삶

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년이후

에도 직업을 가지기 해서는 학에서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 에 와 있다. 평생

교육을 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의 하나인 사이버 학등 온라인교육기

에 등록하는 성인학습자들은 상당수 일과학습을 병행하

는 사람들이다〔2〕. 이들을 한 사이버 학 원격교육

은 사실상 매우 잠재력이 풍부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e-러닝 기법을 활용하면, 교통비등을 감할 수 있는 등,

상당량 거래비용을 감할 수 있다. 한시간 역시 약

할 수 있어서〔3〕, 직업과 학업이 병행가능하다는 면에

서 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은 배움 자체를 추구하는 학습동기를 가

지거나, 직업상 발 을 목표로 입학하거나, 사회 상호

작용을 하기 하여 e-러닝(e-Learning) 학습에 주도

으로 참여한다〔4〕.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동기를 가지

고 e-러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학업을 포

기하는 비율이 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e-러닝학습

은 통 인 학 교실에서 행해지는 오 라인 학습에

비하여 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Levy〔5〕와

Parker〔6〕에 의하면, 보통 학 도탈락률이 10-20퍼

센트 인데 비하여 e-러닝 수업의 탈락률은 25-40퍼센트

에 달한다고 한다. Dutton, Dutton, & Perry〔7〕는 오

라인 수업 학습자들의 90.3퍼센트가 과정을 이수하지만,

온라인 학습의 경우는 72.2퍼센트의 학습자들만 과정을

이수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Willging & Johnson〔8〕은

미국 일리노이 학 온라인석사과정의 도탈락률이 34

퍼센트임을 보고하고 있다. 박지혜와 최희 〔9〕의 성

인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e-러닝 연구에 의하면 국내

사이버 학역시 도탈락률이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1970년 이후, Tinto 도탈락모형〔10〕이 정립된

이후, Levy〔5〕와 Parker〔6〕등은 학업지속 도탈

락 변인들을 연구해왔으나, 외국문헌에서 발견된 도탈

락 변인들과 한국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지속 도탈락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서양사회와

한국의 사회구조 문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

째, 둘째, 등록 등 경제 차원의 장애요인이다. 부

분의 성인학습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지속하

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기혼자인 경우 자녀양육비 자

녀 교육비 부담역시 지고 있기때문에경제 부담역시

무시할 수 없다〔11〕. 둘째, 성인학습자들이 청년학습자

들과 학업을 같이할 때 고립감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도 무시할 수 없다〔12〕. 특히 한국과같이 연령이 계

정립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 통 학습

자와 비 통 학습자가 같이 공부할 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이, 통

인 학습자들과 비교하 을 때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

력 등 e-러닝 수업을 소화할 만한 정도의 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3〕.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학업지속 장애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를 하여, 첫째, e-러닝 교육의 장애요인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연구결과의 함축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연

사이버 학 등 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학습자에

한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규명에 을 두어 왔다. 이종연과 이은진〔14〕은

학 e-러닝에서 시스템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주는

향력을 분석한 바 있으며, 이종만〔15〕 역시 e-러닝

에서 학습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 바

있다. 최부기와 주성〔16〕은 사이버 학 학습자들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 윤동기〔17〕는 사이버교육(이러닝)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향을 탐구하 다. 이처럼 e-러닝에 한 기

존 연구는 상당수 e-러닝의성공요인에 하여탐구하여

왔다. 권진희〔1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우도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원격 학의 정원 비 등

록률은 57.8퍼센트로 체정원의 반을 넘어선 수 에

있다. 이처럼 성인학습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이버

학 등 온라인 교육기 에 등록하여 수강을 시작하 으나

상당수가 도에서 탈락하고 있다. 따라서 e-러닝의 장

애요인에 한 연구도 필요한 시 에 왔다고 보인다. 온

라인교육 학습자의 경우 도탈락하고 학업의 지속이 실

패하는가에 해서는 략 다섯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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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  부담

상당수 연구의 경우, 사이버 학 학습자들은 경제

부담의 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상필과 이 민〔11〕

의 연구에 의하면 등록 부담을 e-러닝 기반 평생학습

장애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사이버 학 학습자의

도탈락 요인을 연구한 최선과 김 재〔19〕도 높은 수업

료를 도탈락 요인 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 Parker

〔6〕는 재정 지원 여부가 원격교육 학습자의 도탈

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권혜진〔20〕은

사이버 학 등록 이 오 라인 학 등록 의 3분의 1

수 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학 등록 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반 으로 사이

버 학 재학생의 에서 경제 부담이크다는 연구결

과에 더불어 e-러닝강좌를 듣는 성인학습자로 분석 상

범 를 좁 도 동일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를 들어

Willging & Johnson〔8〕은 특히 성인학습자인 경우에

는 온라인 강좌의 도탈락 원인 의 한 가지로 재정

어려움을 들고 있다. 박소연〔21〕의 성인의 학평생교

육 요구분석에 의하면, 체 조사 상자의 반에 육박

하는 43.8퍼센트(105명)가 등록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

으로 꼽았다. 최운설〔22〕 역시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 특성에 한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 해요인

의 하나로 경제 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사이버

학 등록 이 오 라인 학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

이지만성인학습자들의경우 이미 학을졸업하고 나서,

2차로 학을 다니기 경우가 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학 등록 을 단순히 오 라인 학과비교해서는 곤란한

면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다수 일과 학업을 병행하

고 있다. 더구나 성인학습자의 상당수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들은 자녀 교육비 부

담으로 자신의 노후자 을 덜어서 사용하고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개발을

하여 생활비 일부를 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하겠다.

2.2 학습시간부

외국의 문헌에서는 e-러닝 수강생의 도탈락 요인으

로 학습시간 부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킨 경우는 많

지 않다. 이처럼 학습시간 부족이 해외 e-러닝 문헌에서

요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e-러닝 자체가 오

라인 교육에 비하여 시간을 약해 다는명백한 장 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는 학습시간 부족이 성인학습자의

도탈락 요인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박순신과 김성완

〔23〕의 성인여자 상 자교육 학습자 도탈락 요인

분석에 의하면 학습가능시간 부족을 주요 요인 의 하

나로 보고 있다. 장상필과 이 민〔11〕의 연구는 e-러

닝 기반 평생학습 장애요인의 하나로 학습시간 부족을

보고 있다. 최운설〔22〕과 박소연〔21〕의 연구에서도

학습시간 부족이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를 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은화외 2인〔24〕의

등학교 교사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활용실태 연구에 의

하면 사이버학 운 시 업무증가에 따른 부담감을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상당

수가 직장에서 일을 함과동시에, 수업을듣고 있으며 결

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

수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과외로 수업을 듣고 있다. 결국

풀타임 학생에 비해서는 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제가 과 하게 되면

더더욱 학습시간은 부족하게 된다. 결국 성인학습자가

이를 견디어내지 못할 경우,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약

해지고 도 탈락할 험은 커지게 된다.

2.3 상호 용 부  

상당수연구들에서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도탈락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업지속 장애요인으로는 학습자

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일찍이 Tinto〔10〕는학습자들이 학에

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이 학업지속을 측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 으며, Carr〔25〕는 사이버교육에서

도탈락의 요인 의 하나로 교수와의 개인 이 부

족한 것을 제시한 바 있다. Bocchi, Eastman, & Swift

〔26〕와 Morgan & Tam〔27〕 역시 상호작용 부족을

도탈락 요인으로 보았다. 김 아·김 진〔28〕은 교수

자와 극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일경·이성혜〔29〕의 재직학습자의 원

격교육과정 학습 연구에 의하면, 교수자, 튜터, 학습자간

의 상호작용의 극성 정도가 학업성취 수 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학업지속에 정 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

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미흡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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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 를 들어 양정식〔30〕의 학 e-러닝 실

태조사결과, 응답자의 85퍼센트가 교수자와 학습자간 커

뮤니 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 으며, 단지

6퍼센트만이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 다.

한편 손경아와 우 희〔31〕의 원격교육기 학습 리

시스템 연구에 의하면, 소 트웨어 시스템이 복잡다단한

기능보다는 필요한 기능 주로 상호작용기능이 강화되

기를 희망하 다. 정연숙과 성지훈〔2〕에 의하면 50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특히 다른 연령 학습자 보다

학습자-교수자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선호하지 않으

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지  고립감  

사이버 학생들의 도탈락률이 높고, 학에 등록하

으나, 더 이상 수강을 지속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로

는 인지된 고립감을 들 수있다. Rovai〔32〕는 원격교육

에서의 도포기나 학업지속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둘

이 일반 오 라인 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인간 계도

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인지된 고립감(perceived

isolation)이란 동료와 친구들간 사회 계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 고통과 부정 효과를 래하는 내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 이를 사이버 학학생들에게 용하

면, 고립감은 학습자가 사이버 학교의 온라인강좌를 수

강하면서 느끼는 동료와 교수자 등과학습상호작용 부재

로 인한 외로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주 주외 3인〔3

3〕). 백 림·송병남〔12〕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학에 재입학하 을 때 통 학습자와 새로운 계를

형성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통 학습

자들과 계를 형성하더라도 행동이나 태도언행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유지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vai〔34〕는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사이버 학에 한 소속감(sense of community)가

강한 경우, 고립감을 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주 주 외 3인〔33〕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

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인지된 고립감이 학습지속 의

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결과가 나타

났다. 주 주 외 2인〔35〕에 의하면 사이버 학생의 고

립감은 콘텐츠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학습 환경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각각의

학습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교수자와 원격으로 속한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지리 물리 으로 떨어

져 있다. 둘째, 학습자-학습자 계에서도 오 라인 환경

에서는 하나의 교실에서 같은 장소에서 심리 으로 교감

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e-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자-학습자도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습자도 서로 물리 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

이다. 각 학습자는 컴퓨터와 면하고 있을 뿐이다. 정규

오 라인 학습과는 달리 학습자가 주도 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학습해야 하므로, 학습자는 오 라인 학습과는

달리, 다른 동료학생들과 고립되기 쉽다.

2.5 지털리터러시

21세기에 들어서 기술 신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매우

신속해서 모바일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36〕. 상당수

연구의 경우, 청년층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에 익숙

하다. 그러나나이가들수록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규교육을 받

았을 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 40 이후 세 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사회에서 스마

트폰을 했다. 50 의 경우는 인터넷이 학이나 고등

학교 재학 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 는컴퓨터

활용능력을 독학으로 배웠을 것이다. 따라서 재의 청

년 소년 세 에 비해서는 디지털리터러시가 약할 수밖에

없다. Dupin-Bryant〔37〕는 인터넷 검색, 일 리, 애

리 이션 운용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컴퓨터 능력 부족은 도탈락의 요 원인으로 보았다.

심미자〔13〕의 사이버 학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로그램 연구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체로 인터넷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이버 학이

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로 운 되고 있으므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사이버 학

학습자들에게는 기본 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 하겠다

〔37〕. 그러나 시험과 리포트, 질의, 응답 등 부분의

학습활동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한 학습자의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연령

가 높을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연숙과

성지훈〔2〕의 연구에서도 50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특히 다른 연령 학습자 보다 학습자-교수자 간의 온라

인 상호작용을 선호하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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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어서, 이는 고연령층 성인학습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

후 성인학습자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보완이

매우 시 하다고 단된다.

2.6 가  지지

여러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게

된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가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의 지지가 약한 경우, 학업의

지속에 부정 인 향이 나타난다. Willging & Johnson

〔8〕은 도포기자들이 온라인 학습을 그만두는 이유

의 하나가 가족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최길순〔38〕의

문 학생 도탈락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경제력이 낮

을수록 문 학생의 도탈락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등 가족의지원은 학업지속이나

도탈락에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 림과

송병남〔12〕은 가족에 한 미안함이 성인학습자 학

생활의 갈등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혜와 최희

〔9〕 역시 이러닝 성인학습자의 도포기에 향을 주

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Park & Choi

〔39〕의 연구에서는가족의 지원 여부가 학업 도포기

자와 과정이수자간에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족의 지지가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한 향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보여 다. 가족

은 정신 으로 지원을 할 뿐 만 아니라 직 으로 물

지원을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에서도 요하다.

3. 연 방법

본 연구는 계량분석에 한 안으로 사례연구 방법

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례

연구 방법론이 용되고 있다. 특히 이천년 들어서 정

책학(최병선〔40〕, 행정학(윤건수〔41〕, 학(심원

섭〔42〕)에서 사례분석 방법론의 장단 을 논하는 논문

들이 나오기 시작하 다. 교육학에서는 Yin〔43〕에서

보듯이 오래 부터 질 연구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최

근 성인학습자에 한 연구에 있어서 실증분석 연구가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질 연구방법에의한 성인학습자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두되고 있다. 를 들

어 김 식〔44〕은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에 한 연구

동향을 개 하면서 질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다.

3.1 사 연 : 

사회과학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계량 연구는 개념을

조작화하고 변수들 간의 계를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반면, 사례연구는 자료를 통하여 연구 상이 갖고

있는 다면 모습을 가감 없이 묘사함으로써, 상황을 풍

부하게 이해하려고한다〔42〕. 달리 말하면, 사례연구란

어떤 상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답하기

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진 소

수 실제 상에 해 심층 종합 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학이 실험을 통해서 이론의 검증과 발

을 시도하듯이 사회과학에서는 찰이 이론의 검증과 발

의 재료이고 사례연구는이 재료의 한 종류이다〔42〕.

King, Keohane, & Verba〔45〕는 계량 연구방법론은

연구 설계의 요성을 무시하고 신에 데이터의 문제들

을 통계 으로 수정하여 유효한 추론을 얻어내는데

을 맞추고 있다고 비 하고 있다. 최병선〔40〕은 과학

철학의 가인 Thomas Kuhn교수의 이론을 원용하여,

과학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이사항들이 축 됨으로

써 과학패러다임의 환이 이루어지는데, 계량 연구에

서는 이러한 특이사항은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여 배

제해 버리는 한계 이 있다고 지 하고 있다. 를 들어

경제학에서 생산함수 추정의 경우 잔차(residual)에 기술

신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 모형에서는 기술

신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례연구의 강 은 무엇보다도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

나 반증방법으로서 강력하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이론

의 검증을 해서는 계량기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사례

연구도 검증수단으로 유용하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계

량기법보다도 우월한 측면이 있다〔40〕. 왜냐하면 계량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구모형

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게 된다. 를 들어 부분의

경제모형에서는 시장이 완 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거나

인간은 합리 행 를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가정은 제한 으로 유효한 것이 실이다. 사례

연구의 두 번째 강 은 반증과정에서 새로운 이론과 가

설의 형성 계기와 가능성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이

다. 즉 사례연구는 기존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문

을 집 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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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돕게

된다. 이러한사례연구 방법을 탐지 사례연구(heuristic

case study)라고 부른다〔40〕. 그러나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계량 연구와 질 연구의 혼합이 주류이다

〔45〕. 본 연구는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질 연구방법

론을 주로 활용하되, 사례의 개수를 늘려서 양 인 연구

방법의 측면도 보강하고자 한다.

3.2 사 연 : 용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 요인 도탈락을 연구하기

해서 종래에는 설문조사에 의한 가설 검증 방법론이

용되었으며 그 이 에는 문헌연구 제도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e-러닝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의 장애

요인 지속 인 도탈락 이유를 분석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인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 장애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주로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성인학습자의 도탈락에 한 정형

화된실증 인과모형이확정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변인이 e-러닝 성인학습자의학업에 방해

가 되는지 도탈락의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다. 를 들

어 일반 학생의 경우 도탈락의 원인으로는 자기 결

정 부족과 부모와 같은 요 인 자원에 의존한 학선

택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

에는 이미 학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이들은 자

기 주도형 학습자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

가 성인학습자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요인인지 밝 내는

것이 재로서는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ing, Keohane, & Verba〔45〕와 Creswell

〔46〕의 견해에 따라서 질 연구방법과 양 연구방법

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하여본 연구는 심

층면 기법과 설문조사기법을 병용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통계분석을 활용한 양 연구방법을 활

용하 다. 그러나 양 연구는 세세한 요인에 한 분석

은 어려운 것이사실이다. 본 연구의연구 설계는 일차

으로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의서를 작성한

다. 둘째, 련방법론문헌 문가의견들을 참조하여

질의서를 수정한다. 셋째, 연구윤리의 수를 하여, 정

보제공 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 으며, 실제 면

담과정에서 모든 면담자들로 부터 정보제공 이용 동

의서를 받았다. 넷째, 연구자들은 사이버 학에 출장을

가서 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다섯째, 24명

의 면담에서 얻어진 질의서내용을타이핑하여 집 한다.

여섯째, 패턴을 발견하기 하여 분석에 들어간다. 일곱

째, 논문작성에 들어간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H사이버 학에 등록한 총 24

명의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면담을 시행한다. 본 연구

자가 면 한 사이버 학에재학 인 성인학습자들은 30

40 50 의 세 부류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H사이버 학에 재학 인 성인학습자들과 연락하

여 면담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자들이 직 H사이버 학

에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시행하 다. 개개 면담 상자

에 한 면담은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자에게는

면담 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질문지가 주어졌

다. 사례분석은 7-8명의 면 자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보통이나 본 연구는 24명을 면 하 다. 이는 특정

집단에 한 면 이 가져올 수 있는 편기 상을 회피하

기 함이다. 연구자들은 면담을 해 객 식 질문과 주

식 질문을 미리 비하 다. 한 연락처를 받아서, 의

심스럽거나 추가 질문사항에 비하 다.

질의서 내용은 양 인 질문을 묻는 문항과 질 인 질

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양 인 질문은 응답자

가 , 보통, 아니오 세가지 응답 한 가지를선택하도

록 하 다. 질 인 질문은 각 문항에 하여 개인 인 경

험과 단한 바를 응답하도록 하 다. 학업지속 장애요

인을 묻는 문항은 7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첫째, 경제

이유에 한 문항의 경우, 양 인 질문 문항은 “사이

버 학의 등록 은 비싼편이다”. 질 인 질문은 “귀하가

생각하기에 등록 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말씀해주세요”

이다. 둘째, 학습시간 부족에 한문항의경우양 인질

문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공부시간 내기가 어

렵다”. 질 인 질문은 “학습시간이 부족한 이유를구체

으로 말씀해주세요”이다. 셋째, 정보기술능력 부족에

한 문항의 경우, 질 인 질문은 “컴퓨터 기기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질 인 질문은 “스마트기기가

무 발 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까?”이다. 넷째, 인지된

고립감에 한 문항의 경우, 질 인 질문은 “교수님을직

보고 강의 듣는 것이 아니어서 외롭다”와 “학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외롭다”의 두 가지 문항으로 질문하

다. 질 인 질문은 “사이버 학이어서 동 생들을 만

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다섯째, 가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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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문항의 경우, 양 인 질문은 “가족들은 내가 사

이버 학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질 인 질문

은 사이버 학에 다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유를 말씀해주세요. 여섯째, 사회의 인식에 한 문항의

경우, 양 인 질문은 “사이버 학 다니는 것이취업에

하여큰 도움이될 것같지않다”. 질 인질문은 “기 수

이 미흡한이유를 말씀 하세요”이다. 원래 질문 문항은

취업에 한 망을 묻는 질문이었으나 부분의 응답이

사회 인식에 하여 응답하고 있어서최종분석에서는 사

회의 인식에 한 문항으로 변경하 다.

4. 사 분

4.1 담 들  특

면 자들을 연령 별로 구분하면 30 가 9명, 40 가

5명, 50 가 6명, 60 가 1명, 20 가 3명이다. 20 3명을

제외하고는 부분 30 이상의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

어 있다. 입학선택 경로를 보면 부분은자기 스스로 사

이버 학을 선택하 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인학습자들은 자기주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동휘〔47〕에 의하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는 학습자

들은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 지고 있다. 한편 24

명의면담자 에서 여성이 17명 남성이 7명이며 재직

장에다니고 있느냐는질문에 해서는 24명 7명을제

외한 17명이 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은 과거

에 직장을 다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버 학에 입

학하기 에 다른 학에 다닌 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서는 24명 5명을 제외한 19명이 이미 학교육을 받

았다고응답하고있다. 따라서 이들은 제2인생을 비하

거나, 재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하여 사이버 학

에 재학 인 것으로 보인다.

4.2 분 결과

4.2.1 경  부담

총 24명에 한 면담조사 결과, 24명의 면담자 에서

반에 해당하는 12명이 등록 부담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 다. 본 연구결과는 조사 상자의 반에 육박

하는 43퍼센트가 등록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

했던 박소연〔21〕의 설문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특히 사이버 학 재학생 직업이 없는 경우는

그러한 경제 부담이 크게나타났다. 를 들어 직장 없

는 가정주부이거나 직장을 퇴직한 경우는 경제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ge
Decision
Maker

Gender
University
Graduate

Current
Job

1 30-39 Myself female 0 0

2 40-49 Colleague female 0 Ⅹ

3 20-29 Friend female 0 Ⅹ

4 50-59 Friend female 0 0

5 50-59 Myself female 0 0

6 30-39 Parent female 0 0

7 50-59 Myself female Ⅹ Ⅹ

8 40-49 Friend male 0 Ⅹ

9 50-59 Myself female 0 Ⅹ

10 60-69 Myself male Ⅹ 0

11 30-39 Myself female 0 0

12 40-49 Myself female 0 0

13 50-59 Myself female 0 0

14 30-39 Myself female 0 0

15 40-49 Myself male 0 0

16 20-29 Myself male Ⅹ 0

17 20-29 Colleague female 0 0

18 40-49 Friend female 0 Ⅹ

19 30-39 Myself male 0 0

20 50-59 Myself male Ⅹ 0

21 30-39 Myself female 0 0

22 30-39 Myself male 0 0

23 30-39 Parent female 0 0

24 30-39 Myself female 0 Ⅹ

Note: 0 denotes yes and Ⅹ indicates no.

Table 1. Interviewers' Characteristics 

“가정주부이니까 등록 이 부담이 된다. 계 학기 들

을 때 힘들었다. 자녀교육에도 돈이 든다. 선택함에 망설

임이 있다.”(면담자 2). “두 아이를육아하면서 등록 내

기가 조 부담스럽다”(면담자 14). “ 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그만둔 뒤,

생각보다 등록 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과목수가 늘어남

에 따라서 비용의 증가합니다.”(면담자 18).

경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다른 집단은 다른 온라

인교육기 의 등록 과 비교해서 경제 부담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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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고 있다. “방송통신 학에 비하여 등록 이 비싸

다. 세 과목 듣는데 24만원이다. 등록 이좀 렴하면좋

겠다.”(면담자 5). “다른 사이버 학에 비교하여 볼 때 다

소 비싸다고 생각됩니다.”(면담자 3). “교육 콘텐츠는 좋

지만 다른 사이버 학과 비교할 때 등록 이 조 비싸

다고 생각 한다.”(면담자 8). “다른 사이버 학 보다는 비

싸다 그러나 스페인어과 경우는 다른 학에 없으므로

등록 을 낼 용의가 있다.“(면담자 23).

경제 부담이 크다고 인지한 반면 장학 제도로 이

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Sutton &

Nora〔48〕의 연구에 의하면 장학 과 학비 출이 학업

지속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학

제도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학업장애요인을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장학 을 받지

않으면 비싼 편이다. 장학 이 올랐으면 좋겠다.”(면담자

12). “장학 이 없으면 비싼것 같다. 좋은수업은 괜찮지

만 수업에 따라 수업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면담자 24).

“장학 제공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담자 13) “등록

은 당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장학 제도가 있어서 일

정수 차감할 수 있다.”(면담자 16). “장학 을 받으면

보완이 된다.”(면담자 17). “ 는 국가장학 과 장애 2

의 혜택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면담자

20). 면담결과, 체 으로 우리 경우에는 성인학습자들

이 경제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도탈락 요인의 하나로 재정

요인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결과가도출된 것은 면담

자 2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혼자들인 경우 성인학습자들

이 이미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의 2차 인 경력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4.2.2 학습시간부

사이버 학에 재학 인 성인학습자들은 공통 으로

시간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 학업지속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사이버 학에재학 인 총 24

명의 면 자 에서 22명은 압도 으로 학습시간 부족을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에는

학습시간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를 들어

“직장 때문에 수업을 한꺼번에 듣기도 하고, 졸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1년 동안 힘들었다.”(면담자 1).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므로 직장맘으로 아이

까지 돌보면, 학업은 밤10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업 듣

기는 빠듯하고 과제가 있을 때에는 더욱 과부하가 걸립

니다.”(면담자 4).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수학 이 무 많다. 강의만 듣고 별도의 공부시간은

마련하기가 쉽지않다.”(면담자 10). “직장과 학업을병행

하기가 힘듭니다. 주 49시간 근무 + 개인운동 2시간 + 반

려동물 어 + 수업 듣고 공부하기 = 바쁩니다.”(면담자

11). “직장 때문에 특히시험기간에는 시간 으로 어렵습

니다.”(면담자 15).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업무를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공부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습니다.”(면담자 23). 이러한 면담결과

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학습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Bean &

Metzner〔4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업지속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시간 부족은 학생의 학업소진(burnout) 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면담결과도 보인다. 를 들어 “직장을 다

녀도 공부할 시간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받

는 스트 스와 피곤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집 력과 의

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 보니 60-90분의

강의시간이 매우 부담으로 다가오며, 오히려 손 놓아버

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면담자 22)는 응답도 나타난

다. 더구나 학습시간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면담결과도 나오고 있다. 를 들어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면 다른 활동을같이 할 수 없었다. 12학

정도는 여유 있었지만 18학 은 많이 힘들었다. 직업

으로 내가 발 하기 하여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심

이 있는데, 학업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떨어

지는 경험이 많다.”(면담자 16)는 응답은 학습에 따른 부

담감이 오히려 직장생활 만족도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습시간부족은 학생

의 학업소진 변수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학습시간부족은 사이버 학에 재학 인

성인학습자들의 도탈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직장생활 자체에

서 경험하는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학습시간부족은 결국 사이버 학을 그만둘 가능성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시간 부족을 덜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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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털리터러시 

사이버 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

육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리터러시 여부는 학

습지속에 근본 으로 요한 요인이다. 국의 온라인

학부과정에 등록한 20여명의 학생을 면담한 Packham et.

al〔50〕의 연구에 의하면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시 발생

하는 다양한 기술 문제들이 도포기 결정에 지 한

향을미친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백부천 외 2인〔51〕

등이 지 한 바와 같이 성인학습자들은 디지털리터러시

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있다. 왜냐하면

컴퓨터 사용 년 수가 길수록 컴퓨터 사용연수가 짧은 사

람에 비하여 e-러닝 리터러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24명의 면담자 증 약 3분의 1인

8명이 원격교육 수강의 어려움을 토로하 다. 이와는

조 으로 명확하게 원격수업을 따라가기 충분하다고 응

답한 면 자는 체 24명 8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어렵

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하고있다고 응답하

다. 이 게 본다면 어도 면담자 24명 3분의 2는 원

격수업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있음이 악된

다. 면담을 구체 으로 진행한 결과 여러 명의 학생들이

구체 으로 어려움을 토로하 다.

“어 하나 다운받기 쉽지 않은나이이기는하지만 설

명서 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고, 딸내미

한테 부탁했습니다.”(면담자 2).”“처음 입학했던 한 학기

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 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

다.”(면담자 7). “화상강의시스템은 보자는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면담자 12).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령에 따른 문제일뿐 체의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면담자 20). “ 는 괜찮았습

니다. 그러나 주 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했습

니다.”(면담자 22). “화상강의 화상 스터디 기능을 처

음 사용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이느껴졌으나 문제발생시

help desk에서 신속하게 처해주어서 어렵다거나 힘들

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면담자 6). “어렵지만

학교의 도움과 동기 선배들의 도움으로새로운 애 리

이션과 서류작성 등스마트기기활용능력을 배울수 있

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면담자 13).

이러한 면담결과를 볼 때, 특히 연령이 50 이후 성

인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심각함

을 알 수 있다.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볼 때,

재 노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성인들을 모두

노인으로 보아서는 안 될 지도 모른다. 100세 시 가 도

래함에 따라서 노인의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 를 들어

서 70 반에서부터 80세부터 성인을 노인으로 분류해

야할지 모른다. 그 다면 50세에서 65세 까지는 극

으로 2차 학습을 해야할 시기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

의 학업 장애요인인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는 반드시 해

결해야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를 하여 성인학습자들

의 경우에는 사이버 학 입학할 때, 등록 후 첫 학기가

시작되기 에 온라인강좌에 한 사 비 특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학업장애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4.2.4 고립감

고립감은 최근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학업지속 장애

요인 의 하나의 변인이다. 사이버 학생들이 도 탈

락률이 높고, 학에 등록하 으나, 더 이상 학업을 지속

하지못한이유 의 하나가 인지된고립감을 들수있다.

상당수 면담자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음

을 발견하 다.

“동 생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

외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이버 학이지만 학우 간

에 교류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면담자 3).

“외롭습니다. 같은 지역의 동 생을 만나면 더 학교생활

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공부에 한 고민이나 진로에

한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나 수 있기 때문입니다.”(면

담자 21). “내 경우는 토요일마다 오 라인 수업에 나오

니까 고립감은 별로 못 느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

족하다. 특히 방학 때는 단 되는 느낌이다.”(면담자 10).

“동아리 활동이나 콜로키움이 아니면 동 생들을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면담자 12).

그러나 상당수 면담자들은 오 라인특강 때문에 고립

감이 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를 들어

“주말에 꾸 히 나오는 편이라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오 라인 수업이 있습니다.”(면담자 2). “거의

모든 주말마다 학교에 오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은 들

지 않습니다.”(면담자 11). “토요특강이나 콜로키움 그리

고 개인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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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티 워크 등 학교행사를 통해 교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토요일 오 라인 특강은 좋다.”(면담자 13).

“토요일마다 특강참여로 동기도 만나고교수님과 정보교

류도 하고외롭지 않다.”(면담자 14). 한편 동아리 활동도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를 들어

“첫 학기는 고립감을 느 다. 동아리 활동을 안 하던 때

이다. 그러나 학부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고립감이 사라

졌다.”(면담자 9). “서울거주하고 있어서 동 생들은 만

나기 쉽다. 토요일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제

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학우들은 어려울 것이다.”(면담

자 17).

요약하면 상했던 바와 같이 상당수 사이버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밝 지고 있다. 사이버 학 재학생의 특징 의 한

가지는 연령 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연령 가 은

20 부터 40 에서 60 까지 연령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동양사회는 홉스테드(Geer Hofstede)의 문화 차

원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권력격차가 큰 사회이다

〔52〕. 다른 말로 하면 계질서가 엄격한 사회이다. 그

리고 계질서는 주로 연령으로 구분된다. 유교사상에도

長幼有序라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비 통 학습자인

성인학습자가 통 학습자와 같이 학습하게 되면, 정

체성 혼란이 오고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큰것이다. 한

편 온라인 강의에서 오는 고립감도 존재한다. 면담결과

사이버 학 재학생들은 주말에 개설되어 있는 오 라인

특강에서 상당히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따라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해서는 오 라

인특강의 질과 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

동아리 활동이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사이버 학 재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장려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4.2.5 상호 용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e-러닝 교육의 단 으로 상호

작용 부족을 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호

작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담자들

에게 질문하 다. 상당수 학생들이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 를 들어 “교수님을직

뵙지 못해 아쉽다.”(면담자 1). “수업내용을 모를 때 교수

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면담자 4). “오 라

인 수업때는 질문도 바로 할수 있어서 강의내용을이해

했다는 느낌이 더 크고, 수강하는 과목의 지식을 쌓았다

는 느낌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 지가 않아서 2퍼센

트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 온라인 강의교수와 학

기를 맡은 교수님이 서로 다를 경우 이질감이 느껴져서,

수강 내용에 집 하기 어렵습니다.“(면담자 6). “어차피

사이버 학이라서 학교 가는 것에는 미련이 없지만 강의

를 직 보지 못해 교수님과 직 소통이 되지못하는것

이 많이 답답했습니다.”(면담자 22).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

다는 면담자의 보고가 세 건 있어서 교수와의 상호작

용 부재는 고립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를 들어, “교수님을 직 뵙지 못해 아쉽다. 외로움이 약

간 있었고 뒤풀이사진이 올라오는데 참석 못해서 아쉽

다.“(면담자 1). “30 인데 사이버 학에서 고립감을 느

낍니다. 수업내용을 모를 때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면담자 4), “학교활동을 많이 해서 외롭지

않았지만 가끔 교수님 얼굴이 별로 나오지 않는 수업은

재미없고 외로움을 느 다. 오 라인 특강이 더 많아지

면 좋겠다.”(면담자 24). 이러한 응답들은 사이버 학 재

학생들이 교수와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부재는 온라인 교육의 기술 한계 이기도 하

다. 통 인 오 라인 교실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을 맞추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온라인 교

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을 맞추며 상호작용을 하

기 어렵다. 이러한 본질 인 온라인 교육의 한계 은 기

술 신을 통하여 재보다 개선된 의사소통방식이 개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를 들어 화상회의 기술이 진화되

어, 사이버 학 학생들이 마치 오 라인 교실에 있는 것

처럼 느끼고, 서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 뿐 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간에도 의사소

통이 이루어진다면 상호작용 부재라는 측면은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망된다.

4.2.6 가  지원

가족의 지원에 하여 부분의 면담자들은 가족이

사이버 학 다니는 것을 정 으로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사이버 학에 재학하는 것을 부정

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응답도 6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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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들이는 노력을 할 바에는 사이버 학이 아닌 오

라인 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면담자 4). “가족들은 왜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지 의구

심을 가지고 있다. 식구들은 의아해 하고있고 더구나 특

수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니 생뚱맞다고 생각하고 있

다.”(면담자 5). “부모님은 사이버 학의 문성이 덜 하

다는 인식이 있으십니다.”(면담자 6). “가족의 생각으로

는 아직 사회에서 사이버 학은 입학만 하면 졸업하기

쉬운 학이며, 학 에 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습니다.”(면담자 8). “당장 생계에 보탬이 된

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남편이 부정 태도를

보입니다.”(면담자 12). “가족들은 반 하지 않았지만, 주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부정 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습

니다.”(면담자 21). 이처럼 24명의 면담자들 에서 6명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 에 비추어

보아 가족의 지원이라는 변인은 학업지속에 향을 행사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향후 가족으로부터 정 인 지

원을 받기 해서는 사이버 학들이 홍보활동을 극 시

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이버 학에 하여

정 인 인식을 갖도록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여진다.

4.2.7 부  식

일부 면 자들은 사이버 학에 한 사회의 부정

인식을 느끼고 있었다. 를 들어, “사회의 사이버 학에

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 정규 학과 같은 시각

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부분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

래도 4년제 학졸업장 취득이 가능해서 졸이라고 표

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면담자 2) “사이버 학에

한 사회인식이 미흡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마 이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학벌이라는 큰 걸림

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면담자 4). “ 재 많은 수의 사

이버 학이 존재하며 우리 학은 다른사이버 학과 차

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에서는 사이버 학에 해

일반 학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면담자 8).

“사회 편견으로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

낍니다.”(면담자 23). “사이버 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면담자 24). 이처럼 여러 명의

면담자들은 사이버 학에 한 사회의 부정 인식을 인

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 인식으로 말미암아, 사이

버 학 재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것

으로 측된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 학에 한 부정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  및 함

우리나라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수명연

장에 따른 복지문제가 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신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학 1차 교육에서 획득

한 최 의 문지식만 가지고는 수명이 연장된 년이후

의 삶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이

버 학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 하는 제2차 교육이 필

요한 시 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 측한 로성인학습

자들은 경제 부담, 학습시간 부족, 디지털리터러시의

문제, 고립감, 상호작용 미비 등이 학업지속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 장학 제도

는 상당히 등록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 차원에서 장학 지 을 통한 경제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부분의 재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미비에 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미비는 성인학습자

의 고립감을 래하고 있어서 학습장애요인 의 요한

변인으로 악된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사이버

공간 상에서 상호작용 미비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비 통학습자인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사이버

학내의 고립감은 동아리 활동과 오 라인 특강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디지털 리터

러시 문제는 입학 직 에 특별 선수과목을 이수시킴으로

써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보인다. 본 사례연구에서주목

할 은 학습시간 부족은 다수의 사이버 학 재학생들

이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면담자들이

학습시간 부족이 학업소진과 깊은 연 성을 가질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이다. 학업시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들을 시 히 마련해야할 시 이라

는 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재 성인학습자의 학업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의

하나는 학습시간이 모자라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성

인학습자를 상으로 학업을 보조해주는 튜터제도를 활

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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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질 인 연구기법을 활용하면

서도, 24명의 면담자에 한 양 인 연구기법을 병행함

으로써, 질 연구기법과 양 연구기법의 장 을 모두

활용한 이다. 둘째, 온라인 학습자의 도탈락 변인에

한 외국문헌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학습시간 부족

변인과 경제 부담 변인이 요한학업지속 장애요인으

로 확인한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도탈락

변인에 한 연구결과에 새로운 변인을추가한다는 에

서 기존 연구와 차이 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면담자들이 주로 여성이어서,

남성 면담자 비 이 상 으로 낮았다는 이다. 향후

남녀 양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를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질 연구방법을 채택함으로

써, 사례분석에서 밝 진 변인들에 하여 가설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처럼 가설에 바탕을 둔 양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질 으로

연구가 제 로 진행되기 해서는 양 측면과 질 측

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본 연구의 면담자

들은 서울 소재 H 사이버 학 재학생들에 국한되어있는

한계 이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이버 학 학생들에 한 면담조

사도 시행되어서 연구결과의 일반 특성이밝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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