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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식 온라인창업교육의 학습자만족 모델 개발1

 A Study on Developing the Model of Learner Satisfaction 
in Synchronous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BSTRACT

Owing to pandemic (COVID-19), the traditional face-to-face education method has been changed to 

the non-face-to-face real-time online education methods. Using a real time-based video conference 

system, synchronous education can be adopted by face-to-face class easily. 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learning effects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learners in synchronous online education, authors collected data from learners taking a synchronous 

entrepreneurship course. Through previous research, learned the reality of education and the 

composition of lessons. Spatiotemporal effectiveness, mentor abili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fluence learning satisfaction. PLS-SEM results revealed that it was confirmed that only spatiotemporal 

effects affect learner satisfaction. However, the education environment (f luent operation and 

convenience of function use of real-time based online conference system) effect teaching presence, 

class structure, and spatiotemporal effects. Through this research, we hope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support for developing effective teacher activities, proper lesson structure, convenient 

function of the conference system, and learner-center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when developing 

synchronous online classes.

Keywords: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ynchronous online education, Knowledge 
management education, E-Learning environment, Teaching presence, Class assistant men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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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

(pandemic)은 대학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전통적인 대학의 교육방식은 지정된 시간에 교수자와 

학생이 지정된 동일 공간에서 강의 및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

을 가능케하였다. 대학 교육에서는 동일시간 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 문자 채팅, 음성 및 화상 회의 

등을 활용한 교수자와 학생들과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대학내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다(Akarasriworn 

and Ku 2013; Chen et al. 2009; Jolliffe et al. 

2001). 

이후 교육공학에서는 이처럼 채팅과 화상회의 시스

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을 포함하는 동일시간(실시

간) 교육진행 학습방식을 동기식(synchronous) 교육

으로 정의하였다(Mindflash 2020). 초기 동기식 교육

은 채팅과 메신저 등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상 교실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

차 사회적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더욱 보편화 되면서 효과적인 온라인 학

습을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박찬욱·강인원 2010; 정미숙 등 2005). 

이와 더불어 최근 대학들은 기업가적 대학육성 정책

에 집중하면서 대학 내 창업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있

다. 변영조·김재영(2018)의 연구에서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416개교 중 337개교, 즉 전체 대학의 81%가 창업교육

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의 유형은 

강의식 이론교육 및 실습 등이며 학교별 교양과 전공

을 합쳐 전체 11,813건의 강좌가 시행되어 총 409,861

명의 학생이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온라

인 창업교육의 경우, 대학보다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

고 있다. 교육부의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에듀’가 대표적인 

공공 온라인 무상교육 플랫폼이다. K-MOOC는 2015

년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설하였으

며 25개의 창업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강좌의 구

성은 8~15주 동안 미니 또는 정규강좌로 진행되며 각 

과목별 1명의 보조교수자(teaching assistant, TA)를 

두고 있다. 또한, 창업에듀는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개설되어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

업성장, 재창업의 4단계 412건의 온라인 콘텐츠를 운

영하고 있다. 강좌는 영상콘텐츠 111건, 기술창업론 16

건, 슬라이드 52건, 외부 연계 233건 등으로 단방향 온

라인 교육 콘텐츠 또는 교육형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 이수 후 수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

고 있다(변영조 등 2018).

국내 창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동향은 2018년까지 창

업교육관련 게재된 총 264건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창업의지,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창업교육프로그램, 

청년창업, 창업교육, 대학창업교육, 창업역량, 창업교

육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변영조·

김재영 2018). 또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는 이러닝 실태 및 e러닝 운영방안과 같은 정책연

구, 학습자의 이탈방지, 공동체의식, 소속감 등에 관한 

운영효과 등을 다루는 연구(손맥 등 2014; Arbaugh 

et al. 2008; Sun et al. 2008),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 및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기업가정신교육에 적용하여 온라인 

교육효과(남정민 2017)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요인을 반영한 비대면 실시간 교

육방법의 학습만족 제고 요인 및 교수설계 방법이 중

요함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게다가 실시간 문제해

결 중심의 창업교육분야에 있어 동기식 수업 관련 연

구는 그 추세와 시대적 중요성에 비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교육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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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온라인 화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동기식 교육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생간 효과적인 교육운영 및 효과

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며, 학습자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온라인교육에서 도출되었던 온라인교육 실재

감과 수업구성요인, 시공간적 효과성을 중심으로 학습

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문헌 연구

전통적인 교육방식인 강의실 교육은 참여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비대면 학습은 학생의 면학 분위기 및 수업 시간내 모

둠 활동 및 동료의식 등 공동체 형성에 상대적으로 어

려움이 있었다(유홍준·정태인 2013). 이러한 온라인 교

육의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교육공학에서는 교육 실

재감(Arbaugh et al. 2008; Garrison et al. 2000)과 

교육구성의 개념모델(Lee 2014; Piccoli et al. 2001), 

학습자 만족(Leong 2011, 2002) 및 멘토링 등의 학습

지원(유병준 등 2018; Sosik et al. 2002) 등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제시되었다.  

2.1 온라인교육 실재감

학습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요소인 실재감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깊고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의 개발에 기초

하였다(Garrison et al. 2000). 온라인교육의 실재감

은 학습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

구를 통해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수업의 실재

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Arbaugh et al. 2008; 

Garrison et al. 2000), 실재감은 학습자의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oppola 

et al. 2002; Garrison et al. 2000; Garrison and 

Arbaugh 2007; Keengwe and Kidd 2010). 특히, 사

회적 실재감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또는 멘토) 등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파악하며, 실

재감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도

구를 사용하기도 한다(Lowenthal et al. 2014). 

2.2 학습만족을 위한 수업구성

웹기반의 환경에서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적인 구성요인을 연구하였는데, 학생과 교수자로 구성

되는 인적차원과 수업구조, 활용기술, 학습자통제, 수

업진행,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되는 수업구성차원, 그

리고 만족도와 성과 등의 효과차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2014; Piccoli et al. 2001). 초기에는 인적자

원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교수자 측면에서

의 상호작용, 강사의 질, 온라인시스템 전반의 기술, 업

무강도와 어려움과 온라인 환경의 기능 등이 학습자 

만족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Leong et al. 2002). 하지만, 이후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 학생의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에 있어 의사소통, 피

드백, 수업준비, 수업의 내용, 교수방법, 상호작용 등

과 같은 교수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의 구

성 및 효과적 수업구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Bolliger et al. 2004; Garrison et al. 2000; Leong 

2011; Lee 2014).  

 

2.3 온라인교육의 시공간적 효과성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은 강

의의 구성 및 상호작용의 편리함,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에 있으며(Tallent-Runnels et al. 2006), 교육자원

의 투입면에서 온라인 교육은 비용의 효과를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Moore and Kearsley 2012; Sun 

and Chen 2016). Finch and Jacobs(2012)는 교육장

까지 이동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 따른 접

근성 증가와 세계적 전문가와의 협업 증가 등의 긍정

적 기대를 근거로 온라인 교육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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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시공간적 효

과(spatiotemporal effects)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조성, 학습관여, 적시성, 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교육 

내에서 수업교재의 제공,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 토론

게시판, 실시간 대응 등을 중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온라인교육의 시공간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학생의 수업이탈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간 내 교수

자의 피드백(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대화 중 질문에 대

한 답변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Bailey and 

Card 2009). 

2.4 멘토 학습지원과 교육환경

앞선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교육 자체의 평가요소로 

제시되었지만, 이들 요인의 선행적 요인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우선 교수자의 피드백은 선행연구에서 멘

토의 역할 또는 보조 교수자의 학습지원과 연계가 깊

다. 선행연구에서 효과적인 멘토링은 다양하고 복잡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Sosik and 

Lee 2002), 멘토의 역량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코칭리더십 등의 기술도 요구된다(유병준 

등 2018). 이는 창업교육에 있어 멘토(보조 교수자)의 

지원은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이

들은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며, 경청 및 의사

소통의 기술(listening and communication skills)이 

중요하다(Allen and Poteet 1999; Atuahene‐Gima 

and Wei 2011; Walter et al. 2006). 

또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은 학교라는 물

리적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

기가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이상수 2004; Leong et al. 2002). 이에 따라 교육

운영에 대한 플랫폼의 안정성 및 기술적인 원활함 등

의 온라인교육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Leong et al. 2002; Wang and Kang 2006).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의 만

족도와 관련한 이론들과 그 과정을 결합하여 확장함으

로써 온라인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의 과정을 탐색적으로 설명하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교육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교육의 실재감과 수업구성의 적절성, 시

공간적 효과성으로 구성하는 한편 이들 요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멘토의 학습지원과 교육환경을 선행변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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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설정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한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교육 분야에서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동기식 교육과정에서 교수자

와 학생간 효과적인 교육운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

는 요인을 탐색하며,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다만, 아직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을 다룬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학 및 교육공학에서 제시된 원

격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토론을 향상시키고 학습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개념을 강조하였다(김정주·임지

연 2010).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인간이 자신

의 경험에서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 낸다는 이론으로

(Heeter 199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

해 온라인 교육 특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온라인 교

육의 실재감(김혜영 등 2012; Bolliger et al. 2004; 

Lee 2014; Piccoli et al. 2001)과 교육구성의 적절

성(Garrison et al. 2000; Lee 2014), 시공간적 효과

(Garrison et al. 2000; Piccoli et al. 2001; Lee 2014)

를 추출하였다. 

또한, Wang and Kang(2006)의 연구에서 기존 사

이버 교육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도출

된 멘토의 학습지원과 교육환경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수업 대비 온라인 교

육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멘토의 학습지원은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에 유의미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H2. 멘토의 학습지원은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에 유

의미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H3. 멘토의 학습지원은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에 

유의미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H4. 교육환경은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에 유의미한 양적

(+) 영향을 미친다.

H5. 교육환경은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에 유의미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H6. 교육환경은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에 유의미

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Piccoli et al. (2001)의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

인 교육의 영향요인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만족은 제공된 서

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창업교육의 만족에 대해 보다 탐

색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구성하였다.

H7.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은 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양

적(+) 영향을 미친다.

H8.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은 교육 만족도에 유의미

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H9.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

미한 양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같은 간접경험은 온라인 교육의 영향요인이 교

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상호작용 효과

를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와 차

별적으로 다음의 가설을 추가하였다.

H10. 창업교육경험은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두 요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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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H11. 창업교육경험은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은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두 요인간 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교육경험은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는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두 요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도구의 개발

측정도구는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연구의 설문문항

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었다. 연구변수에 따른 설문문항 및 관련문

헌은 다음의 <표 1>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3.4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1

개 대학 또는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시행한 ‘실전창업

<표 1> 변수의 설정 및 관련문헌

연구변수 설문문항 관련문헌

멘토 학습지원

멘토의 전문성 

멘토에 의한 체계적 운영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의 고도화

멘토와 학생 간의 소통

멘토의 교육준비

Mayfield et al. 1995;

Piccoli et al. 2001; 

Walter et. al. 2006;

조장현 등 2017

교육환경

온라인 교육운영 플랫폼의 만족

온라인 교육운영의 기계/기술적인 원활함

운영진의 교육생 지원 서비스의 질

Leong et al. 2002

교육의 실재감

교수자와 수강생 간 상호작용의 원활함

수강생 간 상호작용의 원활함

교수자와 수강생 간의 친밀도

교수자의 학습관여도

교수자의 대응 신속성 

교수자의 기술적 대처

Garrison et al. 2000;

Piccoli et al. 2001;

Bolliger et al. 2004;

Leong et al. 2002;

Lee 2014;

Wang and Kang 2006; Leong 2011

교육구성의 적절성

기업가정신 이론교과의 효과성

고객분석실습은 효과성

창업아이템의 아이디어창출 실습의 효과성

비즈니스모델(BM)작성 및 사업계획 작성실습 효과성

Garrison et al. 2000; 

Piccoli et al. 2001;

Lee 2014

시공간적 효과성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시간투입 효율성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비용투입 효과성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수업환경 적합성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과제이행 효과성

Tallent-Runnels et al. 2006;
Bailey and Card 2009;
Moore and Kearsley 2012;
Finch and Jacobs 2012;  
Lee 2014

만족도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기존 수업 대비 효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의 재수강 의사

Piccol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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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중 ○○대학의 창업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기업가정신 이론교육

(23시간), 비대면 동기식 실전창업 훈련(24시간), 오프

라인 시제품개발(39시간)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비대면 동기식 실전창업훈련에 참여한 교육생 54명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기간은 총 24시간, 실

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 수업보조진

행자(멘토4인, 운영지원인력3인)와 교육생들이 3일 24

시간 동안 비대면 동기식 창업훈련 과정을 이수하였다. 

교과목은 디자인씽킹, 비즈니스 모델수립, 실제 사업계

획서 작성이었다. 

본 연구모델의 검증을 위해 2차 교육에 진입한 54

명 중, 중도이탈자에 대해서는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으

며, 2차교육을 수료한 44명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교육수료 이후 3일간의 설문기간을 통해 총 

44개 설문 모두를 회수하였으며, 결측 값이 없어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전체 응답자 44명 중 75%(33명)이 남성이고, 25%인 

11명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전체의 73.9%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은 예비창

업자가 35%(1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생 25%(11명), 회사원과 프리랜서 15.9%(각 7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측정 항목 간 통계

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업 참여 전(현) 창

업교육 이수 경험의 여부는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3 75.0

여자 11 25.0

합계 44 100

나이

20대 19 43.2

30대 13 29.5

40대 9 20.5

50대 2 4.5

60대 이상 1 2.3

합계 44 100

직업

연구원 1 2.3

회사원 7 15.9

대학(원)생 11 25.0

예비창업자 14 31.8

프리랜서 7 15.9

기타 4 9.1

합계 44 100

창업교육

이수경험

있음 17 38.6

없음 27 61.4

합계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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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visual PLS 1.04b 버전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PLS(Partial 

Least Square, 최소 자승법) 분석은 다른 구조방정

식 분석 방법에 비해 표본 크기와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에 있어 비교적 엄격하지 않으며, 구조방정식 모

형의 적합도(model-fit)를 살펴보기 보다는 영향요

인 도출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Chin 1998; 

Reinartz et al. 2009). 그러나, PLS의 최소표본크기

(minimum sample size)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

지만(Goodhue et al. 2012), PLS-SEM에 있어 좋은 표

본은 모집단에서 발견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반영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Hair et al. 2017). 비록 본 연구

에서는 44부의 결과를 활용하였지만, 응답자 전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준비 과정에 있으며, 설문

에 응한 44명 모두 3일간의 교육과정 24시간을 100% 

수료하였으므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표본

으로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표 3> 집중 및 수렴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항목 표준 적재량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Cronbach α

멘토 학습지원

MT1 0.955

0.863 0.607 0.815

MT2 0.921

MT3 0.919

MT4 0.894

MT5 0.734

교육환경

EV1 0.748

0.886 0.661 0.824
EV2 0.825

EV3 0.840

EV4 0.836

교육실재감

ER1 0.684

0.904 0.626 0.885

ER2 0.841

ER3 0.854

ER4 0.917

ER5 0.661

ER6 0.756

구성적절성

AD1 0.693

0.931 0.734 0.905

AD2 0.812

AD3 0.895

AD4 0.923

AD5 0.935

시공간적효과

TE1 0.856

0.942 0.802 0.917
TE2 0.907

TE3 0.923

TE4 0.895

만족도

SA1 0.812

0.870 0.628 0.784
SA2 0.876

SA3 0.761

SA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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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나, 새로운 실시간 비대면 온

라인 창업교육 환경(context)에 맞게 수정을 하였기

에 측정도구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Nunnally 1978). 분석을 위해 

측정항목에 대해 SPSS를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시행하였으

며, 각 요인들이 6가지 요인그룹으로 분류됨을 확인

하였다. 이후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 값을 계산하고, 타당성 검정을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측정개념

의 차원성 검증을 위한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

도와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집중 타당성 및 수렴타당

성 검증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인 <표 3>을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표준 적재량(factor loading) 값이 0.5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평균 분산 추출값

(AVE)값 역시 0.5 이상이면 집단화된 요인들이 타당

한 것으로 볼 수 있다(Saris et al. 2009). 또한 측정개

념에 대한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 개념신뢰

도(CR)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 역시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을 모두 확

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계수 2010). 

또한, 이론적 잠재개념들은 간접적으로 측정된 구성

개념으로 판별타당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김근아·

김상현 2019; Anderson and Gerbing 1988).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분산추출지수

가 각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측정모형 분석결

과 가설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4.2 가설검정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교육이 가지는 문제해결중심

학습에 있어 온라인 교육환경에서의 특성이 사용자 만

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조모형에 설정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

단되어 잠재변수 사이의 경로계수에 대해 통계적 분

석을 실시하기 위해 PLS 알고리즘에 의해 경로계수

(path coefficients: β)를 구하고, PLS에서 제공하는 

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각 경로계수의 t-값

을 검증하였다(Chin 1998).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1 멘토의 학습지

원이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에 대해 경로계수 0.190 

(t-value=1.018)로 기각되었으며, 가설 2 온라인 수

업 구성의 적절성 역시 사용자 만족에 대해 경로계

수 0.068(t-value=1.26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가설 

7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이 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

는 0.144(t-value=1.127)로 기각되었으며 가설 8 온

<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멘토 학습지원 교육환경 교육 실재감 구성적절성 시공간적효과 만족도

멘토 학습지원 0.779

교육환경 0.686 0.813

교육실재감 0.585 0.683 0.791

구성적절성 0.476 0.529 0.710 0.856

시공간적효과 0.619 0.696 0.712 0.754 0.895

만족도 0.652 0.628 0.701 0.743 0.726 0.792

주: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며, 비 대각선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128 지식경영연구 제21권 제2호

변 영 조 • 이 상 한 • 김 재 영 

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과 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 

0.138(t-value=1.207)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연구

모형을 통해 제시된 총 12가지의 가설 중 앞서 제시한 

가설1, 2, 7, 8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은 모두 유의수준 

90%와 99%에서 채택되었으며, 창업교육경험에 의한 

상호작용은 가설 11만 유의수준 90%에서 채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PLS 분석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

계를 알 수 있는 경로계수 뿐 아니라 연구모델의 외생

변수가 내생변수(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 정도를 측

정하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nt: RSq)에 

대한 결과 역시 알 수 있다(김근아·김상현 2019). RSq 

값은 내생변수가 가지고 있는 총 변동 또는 정보 중에

서 회귀선, 즉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

하며, 구조모형의 신뢰성 측정을 위한 일반적 방법이다

(Chin 1998).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온라인 멘토의 학습지원과 교육

환경에 있어 교육의 실재감은 49.2%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은 30.5%,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에 있어서는 52.3%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83.8%로 매우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2>는 

연구모델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하

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이라

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많은 대학에서 화상회의 시스

템을 활용한 동기식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본 

<표 5> 가설검정 결과

가설(경로) 경로계수 t값 채택여부

H1 : 멘토의 학습지원 à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 0.220 1.115 기각

H2 : 멘토의 학습지원 à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 0.214 1.324 기각

H3 : 멘토의 학습지원 à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 0.267 1.909* 채택

H4 : 교육환경 à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 0.532 2.423** 채택

H5 : 교육환경 à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 0.383 2.431** 채택

H6 : 교육환경 à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 0.513 3.660*** 채택

H7 :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 à 만족도 0.129 1.247 기각

H8 :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 à 만족도 0.1399 1.231 기각

H9 :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 à 만족도 0.735 5.547*** 채택

H10: 창업교육경험 x 온라인 교육의 실재감 à 만족도 -0.169 -1.656* 채택

H11: 창업교육경험 x 온라인 수업 구성의 적절성 à 만족도 0.178 1.309 기가

H12: 창업교육경험 x 온라인 수업의 시공간적 효과 à 만족도 -0.078 -0.664 기각

RSq = 0.506 RSq = 0.338 RSq = 0.531 , RSq = 0.843

 ***<0.01 **<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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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창업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동기식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델로 도

출 및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또

한, 온라인 수업환경 내에서 교수자의 교육 실재감과 

수업구성 적절성을 위한 노력이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공간적 효과성만이 학

습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

으로 이는 원격지 교육에 따른 발생하는 효과를 제시

한 기존의 연구결과(Finch and Jacobs 2012; Moore 

and Kearsley 2012; Sun and Chen 2016)처럼 창업

교육에 있어서도 수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및 비

용의 절약은 학습자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을 나타낸다. 

반면, 실무적 시사점은 실습중심의 창업교육 교수법

의 특징이 기존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데 반영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우

선, 첫번째로 오프라인 창업교육의 교수법 등에 대한 

기존연구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교수자가 학생

의 암묵지를 개발하며(Hahn et al. 2017), 사업계획서

의 수립, 창업 시뮬레이션, 실습 중심의 수업 방식 등

은 실제 창업과정을 모사할 수 있으며(Pittaway and 

Cope 2007), 실습위주의 콘텐츠는 실무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어 수업현장에서의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Zantow et al. 

2005).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창업교육 경험과 교육의 실

재감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교육만족도에 부(-)의 영향

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실습과 현장에서의 교수자와 원활한 상호작용의 창업

교육경험을 가진 교육 수료생이 동기교육을 통해 수업

을 받은 결과, 교수자의 교수-교육생 상호작용, 교육생-

교육생 상호작용 및 교수자의 수업관여와 실시간 대응 

등에 면대면 창업교육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창업교육에 대한 화상회의 시스

템을 활용한 동기식 교육 구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창업교육에 대한 실

시간 비대면 수업의 설계 시 학습효과 및 만족도 제고

를 위하여 실습 중심의 수업방식을 온라인플랫폼과 연

계하여 온라인교육에 적합한 수업내용, 상호작용 방법,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학

습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수자 및 학습자 양쪽 모두 실시간 비대면 온

라인 플랫폼의 기능구현의 원활함이 전제되어야 한

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환경 내에서는 오프라인 환경

<그림 2> 경로계수 분석결과 (***<0.01 **<0.05 *<0.1)



130 지식경영연구 제21권 제2호

변 영 조 • 이 상 한 • 김 재 영 

과는 달리 교수자 1인이 교육 및 수업보조 멘토링을 동

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멘토의 역할 중의 하나인 실시간 화상회의도구에 대

한 기능을 파악하고 교육진행 과정에서 교육 및 플랫

폼 운영 전문성을 갖추어 오프라인 교육과 유사한 실

재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온라인 교

수자의 역량에 있어 교수법, 상호작용, 수업 운영 및 기

술적인 분야에 익숙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Keengwe and Kidd 2010). 현재 많은 화상회의 시스

템이 제공되고 있지만, 교수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기

능 사용의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학습자에게 

불편함만 야기할 따름이다. 

셋째,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창업교육의 교육학적 특징에 따른 실습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개발 제

공이 요구된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교실의 전통수업방

식의 온라인화의 변화에도 불구 교실현장과 유사한 상

호작용과 수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비대면 동기

식 교육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창업교육이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조사대상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이다. 특히 멘토(보조교수자)의 학습지원이 

교육의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도출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시공간적 효과에만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교육분야

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교육의 여

러 단계 중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구축 및 사업계획

서 작성 단계의 온라인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향

후 추가적인 교육단계에 대한 적용이 요구된다. 마지막

으로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이번 연구모델을 타기관 창업

교과에 확대 적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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