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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기의 온라인 학습자의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의미와 학업열의가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 148명의 성인학습자였다. 자료분

석을 위해 SPSS 23.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 학업열의 간에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학업만족과 학업열의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독립변인인 삶의 의미와 매개변인인 학업열의와의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미 하였다. 중년기의 삶

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학업에 열의를 보이고 이는 학업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성인학습자

의 학업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동기화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삶의 의미, 학업 만족, 학업열의, 성인 학습자, 온라인 학습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life 

and academic engagement as a factor that affects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online learners in 

adultho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8 adult learners enrolled in cyber university. For data 

analysis, Spss 23 and PROCESS Macro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eaning of life, academic satisfaction and academic 

engagement,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atisfaction and academic 

engagemen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direct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direct effect 

between the meaning of lif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academic engagement as a mediating 

variable was positive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direct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life and academic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Through insight into the meaning of life in diddle age, students 

show engagement for their studies, which leads to academic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adult learner,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actical education program and a motivation program that can find the mean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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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온라인 교육매체의 성장과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의 양적, 질적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에서도 2000년대 이후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의 토대가 마련된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업

만족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적 정보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사이버대학은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과 정보전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

으며, 향후의 평생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지식

습득의 장이 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의 다수는 성인전기와 중기의 

성인이며,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학습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학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

온라인 학습자는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으로 학업을 

하면서 학습자 본인 스스로의 주도성과 학습에 대한

의지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2]. 이 경우

성인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열정은 학업의 성과와 학업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학업만족도는 학업

을 지속시키는 학업 유지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Jung은 성인 중기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

의 삶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는 시기로서, 진정한 자기가 

되어 내부세계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창조력을 발견

하게 되며, 이 시기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된다고 하였다[3]. 삶의 의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 느낌이라 할 수 있으며[4], 성인중기에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은 발달의 과정에서 중요하며 적응

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다. 

Seligman[5]은 삶의 의미를 커다란 어떤 것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인간의 건강한 삶은 질병의 부재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에서의“좋음, 선함”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6]. 삶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삶의 의미가 

관련성, 적극적인 참여, 웰빙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 높은 자존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 등

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한마디로 말하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된다고 하겠다[7]. 사람들은 

좋은 삶의 특징으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꼽으며[8], 삶의 

의미와 웰빙 사이에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삶의 

의미는 부정적인 차원보다 긍정적인 웰빙 차원과 더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연구의 접근방식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9]. 또한 삶의 의미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10].

한편 학교 장면에서의 삶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함에 있어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의 설명량이 높았으며,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에서 자존감, 효능감, 낙관성, 가족관계, 친구지지, 

교사지지, 희망, 삶의 의미 등 모든 보호요인의 점수가 

부적응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적응 집단과 

탄력성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삶의 의미와 희망이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11]. 중년 주부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로는 건강할수록 그리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았으며, 생활만족이 높을

수록, 미래 열망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았다[12]. 

즉 연령에 걸쳐 삶의 의미는 건강과 적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성찰과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추구를 통해 의미발견에 이르는 경로에서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자기성찰은 삶의 의미

추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13].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목표를 구체화 하고, 

미래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이어지게 한다[4].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인 학업내 목표달성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관련

되며[14], 결국 학생들에게는 학업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삶의 의미의 존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가능

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일상 생활의 관심사를 

초월하는 삶의 목적 또는 사명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

낸다[15]. 사람들은 삶의 경험 통해 삶이 합리적이며

의미를 갖는다고 느끼며, 이는 개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16]. 

현재의 삶의 의미 추구를 통해 미래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행위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은 향후 학업만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17].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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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 결과 기대를 매개로 학업 목표

과정과 학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결과

기대는 학업목표 과정을 매개로 학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18]. 즉, 개인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자세가

있을 때 학업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학습만족도는 학습자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학업

수행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지각된 만족이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19] 등을 통해 학습만족이 학습자의 전공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는 학업

수행에서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20]. 학업

열의는 계속 학업을 하고 싶어하는 충만한 느낌과 피곤

함을 덜 느끼면서 학업에 매진 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며, 학업에 능동적으로 집중하고 

참여하게 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21]. 같은 맥락에서 학업

열의는 학업소진과 달리 공부할 때, 학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 가치, 의미를 느끼며, 학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22]. 

Maslach 와 Leiter은 열의의 개념을 에너지이며

책임감과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학업의 

동기유발 과정에서 학업열의가 핵심역할을 한다고 보았

으며[23,24], 학생들의 저조한 학업성취, 품행문제, 학업

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학업열의

의 중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5]. 이러한 학업열의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학업에 동기화를 시켜

궁극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화요인과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학업열의는 학습을 이끌고 행동하고 참여하려는 태도라

볼 수 있는바, Schaufeli et al.[22]는 학업열의를 활기

(vigou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자영, 이상민

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에서 헌신, 

활기, 몰두 외에 효능감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23]. 

연구자들은 효능감을 대학입학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과 관련지어 학업열의에서 문화적 요인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Schaufeli et al.[22]가 개념화 한 학업

열의의 하위요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열정은 높은 수준

의 에너지로 학습하는 동안의 정신적 회복력, 학습에 투자

하려는 의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지속성이다. 헌신은

중요성, 열정, 자신감, 도전 등을 의미하는 바, 공부에 대해 

중요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몰두는 어떠한 일에 대해 완전히 집중한 상태, 전념한 

상태로 집중을 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학습열의는 지속적인 학교생활과 학습참여 등을 예측

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바[25],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 열의의 차이에 따라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수준

에서 즉 학습참여의 지속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열의가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

에 비해 강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더욱 학업에 전념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학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온라인 학습자들의 삶의

의미 추구가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 학업열의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설 1. 삶의 의미는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업열의는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삶의 의미는 학업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업

열의가 매개할 것이다.

Fig. 1. mediator model 

2. 방 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0일간 대전에

위치한 K 사이버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

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협조 및 동의를 구하고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148명이 응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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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자 중 남성 24명(16.2%), 여성 124명(83.8%)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12명(8.1%), 30대 10명

(6.8%), 40대 47명(31.8%), 50대 69명(46.6%), 60대 

10명(6.8%)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32명(21.6%),

2학년 30명(20.3%), 3학년 46명(31.1%), 4학년 40명

(27%)이었으며 성적은 2.5 이하가 10명(6.8%), 2.6-3.1

은 25명(16.9%), 3.2-3.5는 31명(20.9%), 3.6-4.0은 

37명(25%), 4.1 이상은 45명(30.4%) 이었다. 이들의 진

학동기는 4년제 학사 취득인 35명(23.6%), 자격증 취득  

33명(22.3%), 관심 분야 공부는 69명(46.6%), 대학원 

진학은 11명(7.4%)이었다. 직업은 관리 및 사무직인 25명

(16.9%), 기술직 9명(6.1%), 전문직 33명(22.3%), 주부 

36명(24.3%), 무직 7명(4.7%), 기타 38명(25.7%)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s Data

Variables Criteria
No. of 

participants (%)

sex
male 24(16.2)

female 124(83.8)

age

20s 12(8.1)

30s 10(6.8)

40s 47(31.8)

50s 69(46.6)

60s and older 10(6.8)

grade

1 32(21.6)

2 30(20.3)

3 46(31.1)

4 40(27)

marriage

single 18(12.2)

married 117(79.1)

bereavement 1(0.7)

divorce 12(8.2)

grades

2.5 or less 10(6.8)

2.6-3.1 25(16.9)

3.2-3.5 31(20.9)

3.6-4.0 37(25)

4.1 or higher 45(30.4)

motivation 

for 

admission

bachelor’s degree 35(23.6)

certification 33(22.3)

interests 69(46.6)

graduate school 11(7.4)

Occupation

office worker 25(16.9)

technical job 9(6.1)

profession 33(22.3)

housewife 36(24.3)

inoccupation 7(4.7)

etc 38(25.7)

2.2 측정도구 

2.2.1 삶의 의미

삶의 의미척도는 Steger et al[26]이 개발하고 원두리, 

권선중, 김교헌[27]이 타당화 한 삶의 의미 척도(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두 

하위요인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전혀 아니다(0)’~‘매우 그렇다(4)’

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

하고 있다. 원두리 등 [2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2.2.2 학업열의

학업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WES-SS 

(Utreth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Survery 

[22][2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활기와 관련된 

6문항(예:나는 공부를 하거나 수업중 일때 강렬하고 활

기찬 기분을 느낀다), 헌신과 관련된 5문항(예: 나에게 

내 공부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몰두와 관련된 6문항

(예: 나는 학업을 수행할 때 학업 이외의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학업열의 

척도의 전체 신뢰도 .95이었다.

2.2.3 학업만족

이명진[28]이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 

5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5문항

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5이었다. 

2.3. 분석방법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을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값과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30]를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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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주요 변인 간 상관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삶의 의미, 학업만족, 학업열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확인되었다. 먼저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r=.65, p<.001), 

학업열의(r=.62, p<.001)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학업만족과 학업열의와의 관계

(r=.72, p<.001)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가 높아질 때 학업만족과

학업열의의 수준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된 Pearson 상관계수와 주요 변인들의 합,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Meaning of life 1

academic satisfaction .65** 1

academic engagement .62** .72** 1

Sum 30.66 31.11 42.39

SD 6.45 7.11 11.67

Skewness -.30 -.47 .24

Kurtosis -.82 -.77 -.47

**p<.01

3.2 매개효과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이 .60이상으로 높은

상관이 보고되어 변인간 다중공산성을 확인하였다. 공산성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공차가 .10 이상, 분산팽창지수

(VIF)가 10 이하인 값이 나타남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매개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4를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

효과검증 결과는 Fig. 2와 같이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과 같이 종속변인인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독립변인인 삶의 의미(β

=.65, p<.001)와 매개변인인 학업열의(β=.52, p<.001)

와의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삶의 의미와

학업열의의 수준이 증가할 때 학업만족의 수준이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 Study model

Table 3. Regression analysis

Route

B β SE t

95% Confidence intervals
Multicollinearity

statistic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LLCI ULCI

Tolerance

limit
VIF

Meaning 

of life
→ education atisfaction .71 .65 .06 10.27*** .52 .77 - -

Meaning 

of life
→

education 

enthusiasm
1.12 .62 .06 9.60*** .49 .75 - -

Meaning 

of life
→

education atisfaction

.36 .33 .07 4.76*** .19 .46 .613 1.63

education 

enthusiasm
→ .32 .52 .07 7.59*** .38 .65 .613 1.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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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analysis

dependent variable B β SE t
95% Confidence intervals

LLCI ULCI

education satisfaction

Direct effect .36 .33 .06 4.76*** .19 .46

Indirect effect .36 .32 .05 - .23 .42

Total effect .71 .65 .06 10.27*** .52 .77

***p<.001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간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2, 95% CI[.23, ..42]. 한편 직접효과

(β=.33, p<.001)와 총효과(β=.65, p<.001)도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과의 

관계를 학업열의가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의미, 학업열의, 학업만족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의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실하였고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4. 논의

본 논문은 성인 학습자의 학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의미와 학업열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학업만족과 삶의 

의미, 학업열의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높을수록 학업 만족도가 높았

으며, 이는 중년기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아를

성찰하고 탐색한 결과, 학업을 하고자 하고 이를 통한 

충만한 경험, 그리고 학업의 가치와 의미를 느껴 충분히 

학업과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관심, 학습에 투자하려는 의지, 

미래를 준비하려는 태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업열의와 학업만족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인간됨의 명확한 특성은 삶의 목적과 중요성을 위해서

고심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미래

의 삶을 재 정립하게 되는 중년기는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립함으로서

자신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고, 더 풍성한 자신의 삶을

위해 남아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여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처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31]. 삶의 의미를 추구함으

로써 중년기의 성인은 새로운 삶의 목표에 대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시도를 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새로운 선택 

하게 되며, 이는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이로인해 초래

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주며, 다양한 사건

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자세에서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32].

삶의 의미는 의미발견과 의미추구로 나눌 수 있는데, 

40대 이상의 성인들은 의미추구보다 의미발견의 수준이 

10대와 20대보다 높았다. 또한 의미발견과 의미추구가 

모두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중년기는 삶의 의미를 적극적

으로 찾는 행위는 정신건강의 건강성과 관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된 발달 과정으로서 삶의 의미

를 추구하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34].

독립변인인 삶의 의미와 매개변수인 학업열의 간에  

그리고 학업열의와 학업만족간에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과 가설 2는 확인되었다. 이는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는 학업에 대한 열의를 설명해주며, 삶의

의미를 통제한 후의 결과를 보면,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업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와 학업만족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부분매개 하여, 가설 3도 확인되었다. 학습만족도는 학습

에서의 요구나 목적을 얻거나 달성하였을 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학습만족은 학습 과정이 학생의 기대에 충족

되거나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지각된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만족도는 학교생활의 반복된 긍정적

경험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12]. 즉 삶의 의미를

통해서 삶의 목표달성을 위한 학업열의를 보이게 되고 

이는 학업만족도를 매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년기의 위기나 역할부담은 지속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함께 삶의 허망함, 무기력, 쓸모없음, 절망, 혼자 있다는 

고독감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며, 생물학적 요인이 동반

되기도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정변화와 우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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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 문제에 취약한 시기로 이야기 된다[31,35].

중년기의 심리적 혼란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의미있는 삶의 영위하고자 학업이나 봉사 또는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찾기도 한다. 삶의 의미의 발견을 

통한 목표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한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 학업을 시작하는 성인 학습자에게 학업 만족과 

유지는 중요하다. 실제로 성인 학습자들의 학업 유지는 

20%을 상회하고 있는바, 학업에 흥미와 열정을 갖고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평생교육 시장의 중요한 

고민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거나 신학기 초에 삶의 의미와 

학업에 대한 동기화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면, 학업열의와 

학업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학업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해 보면, 

우선 피험자가 특정 지역의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는 점이다. 평생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년기의 

성인을 대상을 선정한다면, 더 풍부한 자료가 얻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한편에서는 학업을 진행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저학년과 

고학년의 삶의 의미의 비교를 해본다면, 성인 학습자의 

삶의 의미를 새로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삶의 의미는 발달과정과 삶의 경험,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는 의미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방향성은 유사하더라고 남성과 여성의 생활환경과 교육에

대해 갖는 의미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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