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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역량은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이 되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직장인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경험이 있는 직장인 223명의 

설문을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디지털 리터

러시와 만족도를 다중매개하여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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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ntire industry, software competency has become the 

core competency for the future tal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es related to the 

corporate education for improving employee’s software capabilit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performance of employees in online software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223 employees with online software education experience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analysis, perceived usefulness and 

self-regulated learning have been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ultiple mediating effect on learning 

performance by digital literacy and satisfaction. This suggests that not only learner factor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designing effective online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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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드웨어 중심의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소프트웨어 역량과 AI 

기술을 가진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며 기업은 구성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2]. 실제

로 한 기업에서는 DX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00시간 이상

을 개인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3].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활

용하는 과정에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통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4,5]. 또

한, 기존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의 적용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등 교육의 중요성과 범위는 더

욱 확장되고 있다[6]. 따라서 소프트웨어교육에서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향상과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 의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WEF[7]에서도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로 능동적인 학습 및 학습전략과 소프

트웨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DX의 가속화로 소프

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직장인의 지각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

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학습자 특성과 학습효과 간

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만족도의 단순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8-11]. 하지만 단순 매개변

인으로 온라인 교육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차적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Hayes[12]가 제안한 직렬다중매개모형 검증

을 위하여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온라인 교육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

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있다

[11,13,14].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

템,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15]. Davis[15]의 기술

수용모형(Techo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서 사용자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

되었다. TAM은 특정 시스템이나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데 개인의 신념이 기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실제 사

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5].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 내용의 유용성이 지각될 때 만족도가 높아지며 업

무에 적용하고[16], 이후의 학습을 지속하려는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1,13,17].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 학습의 전 과정

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14,18]. 학습자가 주도적

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

조절학습능력은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5,19].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을 계획하고, 실

행하며, 통제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5,11,13,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현업적용의도 및 학습지속의향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업적용의도는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 교육에서 행동(behavior) 평가에 사용되

며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직무수행과정에서 얼마

나 잘 적용하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다. 학습전이, 훈련전이, 업무적용도, 현업적용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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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6,20,21,22]. 

Kang & Yang[23]은 IT교육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유용

성이 지각될 때 학습자의 만족도는 상승하고, 습득한 기

술을 현업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국

내외 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Park & Gu[16]와 

Choi & Na[20]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과 현업적

용도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업의 온라

인 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은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

치고, 두 변인 사이에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8].

학습지속의향은 교육에 참여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학

습이 종료된 후 다음 학습을 지속하려는 의도이다

[24,25]. 학습자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에 참여

하여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학습을 계속하려는 노력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사이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을 때 이전 교육과 

관련된 심화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고 하였다[24]. 또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 참여 의지가 오랜 기간 유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반응을 의미하는 만족도는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이며, 동시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역할도 수

행한다. 

한편,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구

되는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다[9,27]. 디지털 리

터러시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여 온라인상의 지식과 정

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8]. 

즉, 온라인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

고, 분석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창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Kim et al.[27]은 원격수업에서 디

지털 리터러시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업의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도 디지

털 리터러시는 만족도와 현업적용의도를 유의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학습에 더 만족하고, 긍

정적인 학습결과를 얻게 된다[29]. 이는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ICT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학습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7,29].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소프트웨

어교육에서 학습자 요인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서 디지

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 B, C 사의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경험

이 있는 직장인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최종 223부의 자료가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이

를 모두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23명 가운데 남성은 199명(89.

2％), 여성은 24명(10.8％)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29세 23명(10.3%), 30-39세 104명(46.6％), 

40-49세 72명(32.3％), 50-59세 24명(10.8%)으로 확

인되었다. 학력은 대졸 119명(53.4％), 석사 81명(36.

4％)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력은 5년 이하 80명(35.9％), 

10년 이하 47명(21.1％), 15년 이하 40명(17.9％), 20

년 이하 25명(11.2%), 20년 이상은 31명(13.9%)이다. 

사업 구분은 제조업 155명(69.5%), 비제조업 68명

(30.5%)이며,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경험은 1회 110명

(49.3％), 2회 38명(17.0％), 5회 이상도 49명(22.0％)

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도구를 선택하여 총 33문항의 Likert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축 요인추

출과 베리멕스 회전을 수행하였고, 33개 항목으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측도는 .952,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4540.049(p<.001)로 나타나 요

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누적분산은 

76.342%로 확인되어 6개 요인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Davis[15], Park & Gu[16]가 연구

에서 사용한 4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

다. 신뢰도 지수(Cronbach’s α)는 .947로 나타났다. 자

기조절학습능력은 Gu[30], Choi[31]의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7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지수

는 .890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Kang et 

al.[6], Yang & Kim[32]의 연구를 바탕으로 Joo[33]가 

구성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13문항을 사용

하였다. 신뢰도 지수는 .749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Kim[34]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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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 지수는 .928로 나타났다. 현업

적 용의도는 Viswanath et al.[35]의 연구를 토대로 

Kang &Yang[23]이 개발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 지수는 .921로 나타났다. 

학습지속의향은 Davis[15]가 개발하고, Shin[36]이 번

안하여 사용한 3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

다. 신뢰도 지수는 .926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

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신뢰

도 분석을 통한 신뢰도 값(Cronbach’s α)을 확인하였

다. 둘째, 변인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

을 통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v4.0을 사

용하였다. Hayes[12]가 제안한 직렬다중매개모형 분석

을 위하여 Model 6을 활용한 매개모형 검증을 수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

측정 변인의 특성과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

계와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과 같이 주요 변

인의 평균은 최소 3.679에서 최고 4.064, 표준편차는 최

소 .598에서 최고 .825, 왜도는 절대값 최소 .208에서 

최고 .714, 첨도의 절대값 최소 .050에서 최고 .719의 

값으로 확인되어 정규분포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관 분석 결과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매개모형 검증

매개모형 검증 전, 통제 변인 투입을 위하여 선행연구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성별, 연령, 

경력, 사업 구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9,10,20,37,38]. 

성별과 사업 구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

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244, 

p<.05), 남자(M=4.085)가 여자(M=3.798)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현업적용의도 또한 유의미하였으며

(t=1.983, p<.05), 남자(M=3.862)가 여자(M=3.51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구분에 따른 만족도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t=2.750, p<.01), 제조업(M=4.021)

이 비제조업(M=3.69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

습지속의향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으며(t=2.809, 

p<.01), 제조업(M=4.161)이 비제조업(M=3.843)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경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연령과 경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4.2.1 주요 변인의 예측력 검증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직렬다중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12]가 제안한 Model 6을 활

Measurement variable 1 2 3 4 5 6

1. Perceived Usefulness 1

2. Self-Regulated Learning   .623** 1

3. Digital Literacy   .610**   .671** 1

4. Satisfaction   .704**   .613**   .637** 1

5. Work Application Intention   .641**   .667**   .627**   .733** 1

6. Learning Persistence   .647**   .583**   .625**   .756**   .763** 1

Mean 3.877 3.679 4.054 3.922 3.825 4.064

Standard Deviation .800 .750 .598 .825 .819 .790

Skewness -.340 -.208 -.497 -.487 -.219 -.714

Kurtosis -.116 .719 .502 .050 -.595 .600

**p < .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N=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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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F)는 최소 61.664, 

최대 67.446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에 적합하

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adj..R
2)은 최소 

.738(.545)에서 최고 .795(.633)으로 나타나 약 

73.8(54.5)% 이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유용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적용의도에는 만족도(β=.443)와 자기조절학습능

력(β=.267)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지각된 유용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학습지속의향에는 만족도(β=.460), 

디지털 리터러시(β=.212), 지각된 유용성(β=.141) 순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6을 활용한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다.

4.2.2 지각된 유용성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의 매개효과

지각된 유용성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12]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부

트스트랩(bootstrap samples:5000) 검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만족도(Effect=.189)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95％ 신뢰구간[.017~.079] 안에 0을 포함

하지 않아 지각된 유용성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Effect=.044)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현업적

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3, Fig. 2).

Variable
coeff S.E. β t VIF F

R2

(adj..R
2)Outcome Predictor

Digital
Literacy

(Constant) 1.699 .168    10.079***

65.349*** .738
(.545)

Gender(w=ref.) .194 .088 .101     2.200* 1.007

Business Classification(non=ref.) -.204 .059 -.157    -3.436*** 1.011

Perceived Usefulness .251 .043 .335     5.726*** 1.649

Self-Regulated Learning .366 .046 .460     7.857*** 1.644

Satisfaction

(Constant) -.339 .261    -1.295

67.446*** .780
(.608)

Gender(w=ref.) .186 .114 .070     1.626 1.029

Business Classification(non=ref.) .296 .078 .165     3.781*** 1.066

Perceived Usefulness .430 .060 .416     7.124*** 1.898

Self-Regulated Learning .159 .067 .145     2.353* 2.110

Digital Literacy .402 .086 .292     4.638*** 2.199

Work
Application

Intention

(Constant) .126 .253      .501

62.133*** .795

(.633)

Gender(w=ref.) .090 .111 .034      .814 1.042

Business Classification(non=ref.) -.138 .078 -.078    -1.780 1.136

Perceived Usefulness .124 .064 .121     1.924 2.341

Self-Regulated Learning .292 .066 .267     4.416*** 2.163

Digital Literacy .106 .087 .077     1.213 2.417

Satisfaction .440 .065 .443     6.731*** 2.554

Learning
Persistence

(Constant) .253 .244     1.037

61.664*** .794
(.631)

Gender(w=ref.) .026 .107 .010      .249 1.042

Business Classification(non=ref.) .184 .075 .107     2.444* 1.136

Perceived Usefulness .140 .062 .141     2.240* 2.341

Self-Regulated Learning .068 .064 .064     1.066 2.163

Digital Literacy .279 .084 .212     3.299** 2.417

Satisfaction .441 .063 .460     6.978*** 2.554

*p < .05, **p < .01, ***p < .001
w : woman

non : non-manufacturing

Table 2. Results of mediation model verification                                                           (N=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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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384 .060 6.346 .000 .265 .504

Direct .124 .064 1.924 .055 -.003 .251

Pathway Effect S.E.

Indirect effect total .260 .058 .155 .382

X1 → M1 → Y1 .026 .026 -.024 .082

X1 → M2 → Y1 .189 .053 .093 .304

X1 → M1 → M2 → Y1 .044 .015 .017 .079

X1 : Perceived Usefulness             
Y1 : Work Application Intention

M1 : Digital Literacy  M2 : Satisfaction

Table 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X1 on Y1
(N=223)

Fig. 2.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of X1 on Y1

4.2.3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의 매개효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Hayes[12]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

한 부트스트랩(bootstrap samples:5000) 검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현업적용의도 관

계에서 만족도(Effect=.070)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95％ 신뢰구간

[.029~.112]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Effect=.065)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현업적용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4, Fig. 3).

T/D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466 .064 7.231 .000 .339 .593

Direct .292 .066 4.416 .000 .161 .422

Pathway Effect S.E.

Indirect effect total .174 .055 .081 .298

X2 → M1 → Y1 .039 .039 -.032 .125

X2 → M2 → Y1 .070 .044 .001 .173

X2 → M1 → M2 → Y1 .065 .021 .029 .112

X2 : Self-Regulated Learning               
Y1 : Work Application Intention

M1 : Digital Literacy  M2 : Satisfaction

Table 4.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X2 on Y1
(N=223)

Fig. 3.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of X2 on Y1

4.2.4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의 매개효과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12]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부

트스트랩(bootstrap samples:5000) 검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

지털 리터러시(Effect=.070), 만족도(Effect=.189)는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9

5％ 신뢰구간[.018~.080]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지각

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Effect=.044)는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향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리터

러시와 만족도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Table 5,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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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444 .061 7.271 .000 .324 .565

Direct .140 .062 2.240 .026 .016 .263

Pathway Effect S.E.

Indirect effect total .304 .057 .199 .425

X1 → M1 → Y2 .070 .028 .019 .134

X1 → M2 → Y2 .189 .049 .102 .290

X1 → M1 → M2 → Y2 .044 .015 .018 .080

X1 : Perceived Usefulness               
Y2 : Learning Persistence

M1 : Digital Literacy  M2 : Satisfaction

Table 5.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X1 on Y2
                                        (N=223)

Fig. 4.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of X1 on Y2

4.2.5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의 매개효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Hayes[12]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한 부

트스트랩(bootstrap samples:5000) 검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Effect=.102), 만족도(Effect=.070)

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능

력은 95％ 신뢰구간[.031~.103] 안에 0을 포함하지 않

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직렬 다중매개효과(Effect=.065)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Fig. 5).

T/D Effect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306 .065 4.710 .000 .178 .434

Direct .068 .064 1.066 .287 -.057 .194

Pathway Effect S.E.

Indirect effect total .238 .055 .147 .365

X2 → M1 → Y2 .102 .043 .029 .200

X2 → M2 → Y2 .070 .044 .001 .174

X2 → M1 → M2 → Y2 .065 .020 .031 .103

X2 : Self-Regulated Learning               
Y2 : Learning Persistence

M1 : Digital Literacy  M2 : Satisfaction

Table 6.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X2 on Y2
(N=223)

Fig. 5.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of X2 on Y2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직장인의 지각

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Hayes[12]가 제안한 직렬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위해 Model 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현업적용의

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의 직렬다중매개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지각된 유용성, 자

기조절학습능력과 현업적용의도 관계에서 만족도가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8,9,11,27]. 즉, 지각된 유용성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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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현업적용의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현업적용의도에 직접적으

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

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

된 유용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업적용의도에 직접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

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기에는 기

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업적용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직장인의 현업적

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고려

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

고,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

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의 직렬다중매개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만

족도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 한다[11,27].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

습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는 완전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습의 전 과정을 인지, 

정서, 행동, 환경적 측면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제

하는 자기조절학습은 시간 관리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업무와 학습 사이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직장인의 경우 학습을 계속하려는 의지에도 부정적

으로 작용하게 되며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직장인의 학습지속의지를 고취시키기 위

해서는 업무시간 일부를 개인학습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조직 차원에서 학습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성

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

라인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9,27,29]를 토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만족도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직

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

시와 만족도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

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여 현업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소

프트웨어교육에서는 단순매개변인으로 학습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

족함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매

개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직장인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에서 학

습자의 인지적, 정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 요

인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만족도

를 이중매개구조로 직렬다중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하

지만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환경적 요인도 학습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후속연구에

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개변인을 추가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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