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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Learn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P사의 E-Learning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Learning 
Effects of E-Learning

:The Case of E-Learning Service of 'P' Company

최혁己KChoi, Hyuk-R허）*

초 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웹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 기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 이론과 심리학에서의 공동체의식 이론, 

웹기반 원격교육의 효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e-Learn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e-Learn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련 요인 

들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의 개인화, 학습공동체 특성인 감정적 유대감 

과 영향력 그리고 학습자 특성인 학습동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등이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공동체 특성인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斷Learning 교육 

효과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consolidation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technology have 
brought enormous changes in many organizations. These changes are enabling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s such as distance learning and virtual education. Particularly e-Learning has grown 
rapidly in business training fields. In this regar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ich factors of e-Learning influence education and train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through an 
empirical survey. The results 아iow that most of hypotheses get significant support.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키워드 : 온라인교육, E-Learning 서비스 E-Learning 교육효과

E-Learning, E-Learning Service, E-Learning Effect

순천대학교 경영통상학부 강사



6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제2호

1. 서 론

e-Learning은 "e”가 지칭하듯이 전자적 

(electronic)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을 의 

미하며, 이때 전자적 기반은 구체적으로 컴퓨 

터 상의 웹 환경 이다[7, 70], 인터넷 테크놀로 

지 와 학습이 결합된 e-Learr血g은 학습자 중심 

학습, 평생학습체계, 적시학습 등 교육 패러다 

임의 변화와 맞물려 기존 교육이 가지는 교육 

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 

면서 [18, 44], 기 업으로 하여금 e~Leaming의 도 

입당위성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IT회사인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사나 아이플래 닛 (iPlanet) 이라는 e- 

commerce 회사의 경우를 보면 전체 학습의 50 

~80%를 e-Learning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IBM, AT&T, Oracle, Motorola 등 수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e-Learning을 

추진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통신, 삼성, 

LG, 포스코(서울, 포항, 광양)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웹을 기반으로 한 기업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포스코 광양 공장에 

서는 2000년 3월부터 기술, 리더십역량, 전문 

역량, Global역량 등 4개분야를 중심으로 사 

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IDC(Internet Data Center)[25]에 따르면 

미국기 업 e-Leaming 시장의 경우 2000년에 23 
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성하면서 향후 

51.4%이상의 성장률로 2005년에는 182억 달 

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의 경우 2005년까지 기업교육의 27%가 e- 

Learning에 의해 제공되고 2006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여 13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 

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일본과 호주에서 e-Leaming 시장이 활성화되 

어 있으나 향후 2005년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이 이 지 역 e-Leaming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업교육 

의 시장규모는 2007년경에는 38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 이후 연평균 

22.4%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e-Learning은 인터 

넷 붐과 함께 인터넷 이 유용한 학습도구로 인 

식되면서 서서히 확산되다가 1999년 노동부 

인터넷통신훈련의 시행을 계기로 급속히 성 

장하기 시작했다[23]. 특히 국내 기업교육에 

있어 e-Learning 시장규모는 2000년 500억원 

에서 2005년에는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13].
이상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웹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기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기업 e-Learning이 인터넷 

상의 서비스라는 특성과 교육이라는 특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 

게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주면서,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수행능 

력의 향상을 부여하여 수익성으로 이어지도 

록 하기 위해서는 e-Learning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업의 실질적 인 과제라고 

할수있다.

기존의 인터넷상의 서비스품질 연구가 인 

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 등의 인터넷 기 

업과 사이트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2, 6, 

9, 11, 12, 16, 39, 45]가 진척되고 있는 반면 e- 

Learning의 경우 학습자 만족도나 학습으로 

서의 효과성 여부 정도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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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서비스에 대한 분석적 이고 체계적 

인 연구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실 

정이며,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 

욱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e-Learning의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서비스로 볼 때 

인터넷상으로 이전되는 서비스의 특징과 교 

육이라는 무형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품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 

므로, 온라인서비스의 품질연구와 교육서비 

스 품질연구에 모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 이론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학습 

공동체 특성과 학습자 특성 요인을 추가하여 

어 떠 한 요인 이 기 업 e-Learn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 이론과 심리학에서의 

공동체의식 이론, 웹기반 원격교육의 효과요 

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e- 

Learning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 

출하고 e-Learn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련 요 

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어떠한 요인이 온라인 기업교육의 교육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 

적 인 연구는 효과적 이고 효율적 인 e-Learning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e-Learning 서비스 운영에 대 

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 관점을 통해 e-Learning 성과요인을 

확인해보고 e-Learning 서비스에 대 한 교육효 

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국내 기업의 사례 

를 통해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웹 환경에서의 서비스품질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자적 (electronic) 기반의 서비스를 지칭하 

는 e-서비스라는 명칭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 

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 

직 e-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범위 

가 내려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Holsapple와 

Singh[43]는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자상거래를 거래적 관점, 정보 교환적 

관점, 비즈니스 활동 관점, 효과관점, 가치사 

슬 증진 관점 등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구 

분의 기준을 차용하여, 극히 소수의 선행 연구 

이지만 지금까지 내려진 e-서비스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적 

(transaction) 관점은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전달 수단이 전자적 환경으로 변화 

되 었다고 보는 관점 이다. 즉, 기존의 서비스에 

전자적 전달을 의 미 하는 “e”를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17, 60, 72, 77], 단지, 인터넷 환경 

은 기 업과 고객의 관계가 단방향이 아닌 양방 

향으로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성 (interaction) 이 

강조되고 있다. e-서비스에서는 인적 접촉이 

직접 일어나지 않지만,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촉과 개 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 

는 기반이 상호작용성이기 때문이다[29, 72], 

둘째,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관점은 

상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 또는 컨텐츠 

의 효과적인 전달과 유통 측면에서 e-서비스 

를 보는 것이다[71]. 마지막으로 효과(effect) 

관점은 무엇을(what)할 것인가?'가 거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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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고, 어떻게(how)할 것인가?'가 전자 

적 수단으로의 이행이라면, 왜(why)할 것인 

가?' 가 효과 측면 이다. 즉, e-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의 제품판매와 관련된 대고객서비스 

제공, 서비스전달 속도증진 등과 같이 고객과 

의 관계증진 측면에서 보는 정의 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e-서비스는 'IT 기 

술의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 전 

달 수단이 새로운 전달매체 인 인터넷 환경으 

로 이행되어 양방향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일 

체'로서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품질 차원은 서비스 종사자와의 접 

촉과정에서 평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e-서 

비스에서는 상대적 중요성과 정의가 변화되 

어야 한다[65]. 이에 대해 Van 등[76]은 e-서 

비스에서의 서비스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먼 

저 유형성은 이용자 인터페 이스(UI： User 

Interface)로 반응성은 고객의 요청에 대한 기 

업의 반응 관련 내용과 주문 확인에 대한 속 

도 등으로 신뢰성은 주문 서비스 및 제품의 

적기 배달 혹은 인도 정보의 정확한 제공 링 

크의 에러 비율 등으로 확신성은 斷서비스의 

가장 중요 요인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공감 

성은 고객의 개인적 요구에 대한 제공업자의 

배려 및 커뮤니케이션의 고객화 정도를 나타 

내는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ffey오｝ Williams [32] 는 오프라인에서 의 서 

비스와 e-서비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웹과 e- 

mail을 통한 고객과 기 업 고객과 고객간의 상 

호작용 증대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여 e-서비스의 품질 평가항목이 수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는 오프 

라인 상에서의 서비스품질 이론을 e-서비스 

에 적용하려는 연구방향과 새로운 웹 환경에 

맞춰 e-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 

발하려는 연구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1].

Parasuraman 등[63] 이 제 안한 SERVQUAL 
의 질문 내용은 서비스 분야에 적합하게 변경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현대적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를 최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 

하고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한다[67]. 

SERVQUAL은 다른 서비스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31], 각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서비스품질 측 

정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30]. 이러한 선 

행연구는 SERVQUAL의 측정내용을 e-서비 

스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적용 가 

능함을 예시한다.

유일 등[12] 은 Parasuraman 등[63] 의 서비 

스품질 5개 차원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사용자 만족과 재구 

매 의도에의 영향을 밝히는데 있어 관여도라 

는 조절변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명호 

등[16] 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품질 평가가 사 

용자 만족이라는 부분적이며 단기적인 관점 

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성과측정에 치우쳐 왔 

던 점을 지적하면서 품질 평가의 범위를 

TQM적 관점하에서 사용자 만족에서 사용자 

가치까지 확장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종 

합적 품질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박용재와 

정경수[9] 는 전자상거래 서비스품질이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Parasuraman 등[63]의 5개 차원 외에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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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지각된 사용의 용이 

성）과 문제해결성, 보안성, 전송속도 기술적 

능력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한 기술적 품 

질을 평가모형에 추가하였다. 기본적으로 

Gronroos［4이의 기능적 품질과 기술적 품질을 

고려하되 Parasuraman 등［63, 64］의 서비스 

품질 모형을 구조로 하고 있다. 송광석과 유 

한주［11］는 SERVQUAL의 5가지 차원에 편 

리성 차원을 추가하여 6가지 차원으로 온라 

인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고, 김계 

수［2］는 서비스품질 요소를 인터넷 포털 사이 

트에 적용시켜 신뢰성, 편리성, 정보제공성, 

오락성, 상호작용성 등 5가지 요인을 도출하 

고 이 요인들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여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미경과 박광태［10］는 SERVQUAL의 5개 

차원과 웹의 특성인 사용편리성을 추가하여, 

e-Learning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성, 유형성, 확신성 외에 신뢰성과 

반응성 이 하나의 차원으로 묶였다. 고객만족 

에는 공감성과 유형성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을 독립변수 

로 하고 재 구매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오프라인 상에서의 서비스품질 이 

론을 e-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연구방향과 달 

리 새로운 웹 환경에 맞춰 e-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Jun과 Cai［4기는 e-Banking 
의 서비스품질 차원을 고객서비스 품질, 온라 

인시스템 품질, 은행상품 품질의 3개 핵심 차 

원하에 7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계층적 e-서 

비스 품질을 제안하였다. 고객서비스 품질은 

신뢰성, 능력 등 Parasuraman 등［62］이 제시 

한 10대 서비스 차원 중 유형성과 안전성을 

제외한 8개 차원과 협력, 지속적 개발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시스템 품질 

은 유형성과 안전성 외어】, 컨텐츠 정확성, 활 

용성, 정보의 업데 이트 등 6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은행상품의 품질에는 제품 다양성 

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품질구성 차원은 대고객 서비스에 

서는 반응성, 신뢰성, 접근가능성 이, 온라인시 

스템 품질에서는 활용성과 정확성이, 은행상 

품 품질에서는 제품의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ao오｝ Cheung ［54］ 는 e-Banking 수용에 있 

어서, 어떠한 서비스 차원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거래속도 이용자 친근 

성, 정확성, 시큐리티, 이용자 경험, 이용자 관 

여, 편리성을 서비스 차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시큐리티, 정확성, 전달속도, 이용자 친근성 

및 이용자 관여가 e-Banking의 지각된 유용 

성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du와 Madu［55］ 는 Abels 등［26］ 

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15개（성과, 특징, 구 

조，심미성, 신뢰성, 저장능력, 서비스 능력, 시 

큐리티/시스템 통합, 신용 반응성, 차별화/고 

객화, 웹 점포 정책, 평판 보증성, 공감성）의 

e-품질 차원을 제 시 하였다. 하지 만 제 시 된 차 

원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 

고, 대부분의 내용은 웹기반의 서비스 차원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Parikh와 

Verma［66］는 e-Learning의 서비스품질 차원 

으로 내용, 기술, 인터페 이스, 기능성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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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제시하고, 각 차원은 2개의 구성요소 

(component)로 이루어진 계층적인 접근방식 

으로 서비스품질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웹 환경에서의 서비스품질 관련 연 

구를 종합해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서비스 

품질 이론을 e-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연구방 

향과 새로운 웹 환경에 맞춰 e-서비스의 품질 

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흐름으 

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구흐름에 따라 SERVQUAL의 5개 차원(유형 

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을 e- 

Learning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e- 

Learning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2.2 공동체 의식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근 공동체 심리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식 (sence of community) 

은 공동체 노력 (community efforts)을 판단하 

는 표준으로 제시되었으몌73], 사람들과 공 

동체들 사이의 강력한 밀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35]. 

Nisbet[58]은 공동체의식을 함께 살고 일하 

며, 함께 겪는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작은 규모와 안정 된 구조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집단의 의식' 이라고 규정하였고, 

Poplin [69] 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획득 

하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심리적인 안정감 이 

라고 정의하였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예는 Nisbet[58]과 

McMillian and Chavis[5기의 개념이다. 

Nisbet[58]은 공동체의식이 우리의식, 역할의 

식, 의존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우리의 

식이란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또한 집단 생활 

을 영위하면서 생겨나는 소속감과 공동운명 

의 의식을 말하며, 역할의식은 상호교류가 이 

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능의 인식으로써 지역 

사회라는 전체 틀 속에서의 한 사람이라는 유 

기적 관계를 실현하게 하는 의식 이다. 그리고 

의존의식은 사람들간의 물적욕망이 우선 지 

역사회에 의하여 충족된다는 것으로, 물질에 

의 의존과 개인과의 심리적 의존을 말한다. 

McMillian and Chavis[5기는 전체적인 공동 

체의식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의식의 구성요 

소로 구성원의 소속감(membership), 영향력 

(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감정적 유대 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을 제안하였다. 구성원 

의 소속감은 타인들과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는 감정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개 인 

의 보호 그리고 주관적인 안심을 보증해 주 

며, 타 지역과의 구분, 정서적 안정, 정체성, 

개 인적 투자, 공통적 상징체계를 함축한다. 영 

향력은 같은 시간속에 구성원과 집단을 포함 

하여 이 둘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개념으' 

로 개인에 대한 집단 영향력과 집단에 대한 

개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다른 공동체와 비교 

되는 자신들 공동체의 힘을 발휘한다는 의식 

이다. 그리고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함께 타인들의 욕구도 충 

족된다는 의식이며, 감정적 유대감은 구성원 

들이 집단 감정을 인식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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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느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의 공동체의식 

개념을 토대로 학습공동체를 e-Learning 학 

습과정에서 수강과목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 

와 업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자들로 조 

직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 라고 정 

의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주진되고 있는 e-Leaming 기 업 

교육방식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e- 

Learming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히 대 

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보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는데［14］,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 업 e-Learning 성과향상을 위해 학습공동체 

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Leaming을 통한 기 업교육에 있어 개 인의 지 

식창출이 일련의 정보 습득, 정보 변형, 지식 

창출의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때, e- 

Learning 학습과정에서 학습공동체를 통한 구 

성원간의 경험지식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개 인의 e-Leaming 학습에 대한 만족 

도와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교육훈련의 성과 

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의 공동 

체의식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e-Learning 환경 

에서의 학습공동체 특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McMillian and Chavis［5기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학습공동체 특성의 하부요인으로 소 

속감, 영향력, 욕구의 통합과 충족, 감정적 유 

대감 등 4가지 변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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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기반 원격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Choi［33］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협력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능력, 동기, 

인성 등 개인적 투입요소와 선수학습, 지원, 

접근용이성 등 환경적 투입요소를 통해 전자 

우편의 사용정도 협력학습에의 사용, 기타 다 

른 사용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이 연구결과, 

학습자의 동기, 전자우편 사용에 있어 지원 

및 도움, 접근 용이성 등이 전자우편을 활용 

한 협력학습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Keegan 등［48］ 은 가상수업 이 질적으로 향상 

되기 위해서는 강의내용과 가상수업 형태의 

적합성, 학습자 학습활동, 수업 지원들의 제반 

환경 구성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 

다. 특히 가상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물 

리적 • 심리적으로 분리상태에서 수업이 진행 

되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온라 

인 상의 상호작용, 수업진행상황에 대한 자세 

한 안내 및 관리,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설 및 기계적 지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정훈［19］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교수자의 적극적인 관 

심, 즉각적이며 적절한 피드백, 온라인 토론 

운영전략, 물리적 • 심리적 지원 활동 등이 학 

습자들의 상호작용 및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수업의 효과에 있어 

멀티미디어 자료와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를 

활용한 수업 학습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촉진,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및 

기능향상, 교과목에 대한 흥미증진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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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정인성과 최성희［2이는 학습자들 

에 게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닌 효과요인으로 학습자 요인, 환경 요인 설 

계 요인, 결과 요인의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학습자 요인으로 네트워크 활용의 적극성 정 

도에 따라 컴퓨터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 동 

기 수주 사전교육 정도를 들고 있으며，환경 

요인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속도 및 접근 

용이성을 들고 있다. 설계요인은 기술적 측면 

에 있어 학습내용의 조직, 내용전개의 흥미성， 

자료의 학습에 도움정도 화면구성, 상호작용 

등을 들고 있다. 결과 요인은 교육내용습득 

및 효과 인식정도 강의 만족도 일반적 정보 

소통능력의 신장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동 

심［15］은 웹 기반의 가상대학 원격교육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 

자 요인 환경 요인 운영 요인 학습자료 요 

인, 상호작용 요인이 교육효과 인식정도와 강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학습자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능력, 동기, 인성 

을 들고 있으며 환경 요인으로는 이용 편의성 

을, 운영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활용과 기술문 

제, 학습자료 요인으로는 화면구성을, 상호작 

용 요인으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학습자 

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연구결과 

원격교육에 대한 동기와 학습자간의 상호작 

용이 효과인식과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영만［21］ 

은 L기업의 원격교육 시스템 사례를 중심으 

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 

구에서 효과요인으로 학습자 요인 기술 요인 

설계 요인, 교수자 요인 등 4가지로 분류하였 

다. 학습자 요인으로는 사전교육, 컴퓨터 불안 

감,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들고 

있으며 기술 요인으로는 정보기술의 성능, 물 

리적 환경, 인지된 매체 풍부성을, 설계 요인 

으로는 상호작용의 정도 화면구성, 정보제공 

기능을 교수자 요인으로는 학습내용의 준비 

도를 들고 있다. 학습효과 요인은 전반적 인 

만족도 몰입과 참여도 지식공유 의도를 포함 

하고 있다.

원격교육의 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학습자 요인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격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효과 결정요인에 학습자 특성 

을 포함시켰다.

3. 연구모형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 이론［49, 50, 51, 62, 

63, 64, 67, 68, 76］, 공동체의식 이론［35, 57］, 

웹기반 원격교육의 효과요인［15, 19, 20, 21, 33, 

48］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e-Learning 
교육효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1＞）.
본 연구모형은 웹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기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과 정보시스템 및 심리학 분 

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바탕으 

로 e-Learn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학 

습효과가 세 가지 특성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고 가정한다. 첫째, e-Learning인터넷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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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 특성

학습공동체 특성

•소속감

. 영향력

• 욕구의 통합과 충족

•감정적 유대감

학습자 특성

•학습동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그림 1> 연구모형

서비스라는 특성과 교육이라는 특성의 서비 

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한 서비스품질 요 

인인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둘째, e-Learning 학습과정에서 학습공동체를 

통한 구성원간의 경험지식 공유와 인적 네트 

워크의 활성화는 개 인의 e-Learning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수행능력향상 등 교육훈 

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가정하 

는 학습공동체 특성 요인이다. 셋째, e- 

Learning 서비스는 기존의 교육서비스 체계와 

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이므로 학습자 

의 학습동기나 지각된 사용성 및 유용성과 같 

은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교육효과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학습자 특성 요인 이다.

기업교육의 효과란 교육훈련을 통하여 학 

습자 개 인의 자기성장 욕구가 충족 • 고취되 

고,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궁긍적으 

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 서비스의 질 

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5］. 기 

업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업측과 

종업원 개인 모두에게 의미있는 활동으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조 

직은 생산성 및 유효성의 향상, 종업원의 능 

력개발로 인한 인력배치의 유연성을 확보 다 

양한 환경변화에의 적응, 조직문화의 형성 등 

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5, 16, 52］를 토대로 e- 

Learning의 교육효과 요인으로 학습만족도와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를 포함시켜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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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다음〈그림 1〉은 본 연구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3.2 연구가설

3.2.1 e-Learning 서비스품질과 

교육효과와의 관계

e-Learning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이 

루어지는 서비스로 이용목적에 있어서 학습 

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 등의 인터넷 

기업과 사이트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2, 

6, 9, 11, 12, 16, 39, 45］나 서비스 마케팅 분야 

와 정보시스템 분야의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연구［49, 50, 51, 62, 63, 64, 67, 68, 76］에서 서비 

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 

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e-Leam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긍정적인 성과가 지각되었을 때 서비 

스의 재 이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 

며, 선행 연구［34, 53, 61］ 결과 서비스품질의 영 

향은 고객만족을 통해 재 이용에 반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e-Learning 
서비스를 이용한 뒤 서비스품질에 대한 주관 

적 인 판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서비스품질 특성은 e-Leaming 교 

육효과（학습만족도, 직무수행능력 

향상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T : 유형성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신뢰성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응답성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 확신성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 공감성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학습공동체 특성과 

교육효과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를 'e-Learning 
학습과정에서 수강과목과 관련된 지식의 공 

유와 업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자들로 

조직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커뮤니티에서의 관계구 

축과 관계의 성과에 관련된 연구들［22, 28, 41, 

46, 56, 78］ 이 최근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e-Learning 환경에서는 아직 커뮤 

니티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고 본 

연구가 e-Learning 분야의 학습공동체 특성 

요인들이 학습만족도와 직무수행능력 향상 정 

도에 정의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탐색 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에 학습공동체를 e-Learning 환 

경의 커뮤니티라는 전제하에 온라인 환경에 

서의 커뮤니티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Wegner［79］에 의하면 공동체 내에서 상호 

작용을 높이 지각한 구성원은 공동체 활동에 

만족하게 되고 해당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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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역시 목표를 같이 하는 

공동체 활동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어 그 공 

동체가 속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e-Learning 학습과정에서도 

학습공동체를 통한 구성원간의 경험지식 공 

유와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개인의 e- 

Learning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수행능 

력향상 등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학습공동체 특성은 교육효과（학 

습만족도, 직무수행능력향상 정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T : 소속감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영향력은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e- 

Learning 교육효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 감정적 유대감은 e-Learning 교 

육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학습자 특성 요인과 

교육효과와의 관계

Noe와 Schmitt [59] 에 의하면 학습동기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 

의 의지정도로서 교육훈련의 효과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자의 

동기는 참여와 상호작용이 증진되면 능동적 

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어 높은 학 

습효과를 이룰 수 있다. 특히 Noe와 

Schmitt[59]는 자기 효능감, 경력 이나 직무에 

대한 태도등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 

러한 학습동기가 학습효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Hicks과 Klimosky[42] 는 

학습자들의 관점이 어떻게 기대나 태도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이들은 교육훈련 시작전에 참가 

자들에게 주어진 사전정보의 구체성 정도와 

선택의 자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 

다. 연구결과, 교육훈련 전에 교육훈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난 후 참가를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이 학습 동기가 높았으며, 교육 

훈련으로부터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 

다 Desimone과 Harris[3기의 연구에서는 교 

육훈련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교육훈련에 대 

한 정서적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다시 교육훈련 후 업무성과의 개선과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교육훈련에 

서 학습동기의 중요성은 e-Learning 상황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Davis[36]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 및 행 

위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Adams 등[27], Tayloi와 Todd [74] 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3 : 학습자 특성 요인은 교육효과（학 

습만족도, 직무수행능력향상 정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느 : 학습동기는 e-Learning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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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 지각된 유용성은 e-Learning 교 가설 3-3 :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斷Learning 
육효과에 유의 한 영 향을 미 칠 교육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것이다.

〈표 1> 연구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요 인 변 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관련 문헌

서비스 
품질 
특성

유형성
e-Leaming 사이트의 외형과 사용자와의 의사소 
통을 위한 처리속도 및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5

[49, 64, 67]

신뢰성
약속된 e-Leaming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사 
용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4

반응성
e-Leaming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나 문제의 처 
리에 있어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운영과 행정적 지원）

6

확신 성
사용자가 e-Leaming 교육효과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과 능력 정도

5

공감성
e-Leaming 서비스의 사용자를 개별화시켜 이해 
하려는 노력과 관심 정도

6

학습 
공동체 
특성

소속감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모임 참여정도, 안도 
감,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5

[35, 57]

영향력 학습공동체 구성원들과 e-Leaming 사이트가 서 
로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

4

욕구의 
통합과 충족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가 즉시 제 
공되고, e-Leamin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

3

감정적 
유대감

학습공동체 구성원간에 정신적 유대관계를 경 
험하고 동료의식을 느끼는 정도

3

학습자 
특성

습
기
 

학
동 e-Leam血g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
4 [42]

지각된 
유용성

e-Learning을 통해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믿는 정도

4
[36]

지각된 
사용용이성

e-Leaming 서비스를 적은 노력으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3

교육 
효과

학습 
만족도

e-Leaming을 통한 학습에 대해 학습자 개인이 
만족하고 있는 정도

3 [4, 15, 38]

직무수행능력 
향상 정도

e-Leaming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학습자 개인이 느끼는 정도

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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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

본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 

의는 선행연구［4, 15, 35, 36, 38, 42, 49 57, 64, 

6기를 중심으로 e-Learning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요인 

을 차원별로 정리한 후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표 1〉과 같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원격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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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 

용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설 

문지를 가지고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흠 

페 이지를 활용하고 있는 P기업 사원들을 대 

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이중 245부가 회수되었으 

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2부 

를 제외한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 

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P사의 종업원으로 한정 

하였으므로 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었던 개인환경 

특성을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연 

령, 근무년수, 근무지, 근무형태, 직급, 직책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내 용 빈 도 비율(%)

연 령

3S세 이하 28 12%

31 〜35세 20 8.6

36 〜 40세 105 45.1

41세 이상 72 30.9

계 층
사무기 술직 40 17.2

전문기술직 191 - 82.0

직 위

사원 152 65.2

대리 67 28.8

과장이 상 6 2.6

기타 6 2.6

직 무

생산 161 69.1

공무 2 0.9

기술연구개발 3 1.3

지원 62 26.6

기타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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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학력수준등이 기업체 종업원의 개인환 

경 특성으로 제시되었다［3, 8, 24］,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기업체 종업원의 일반적 

인 개인환경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학력수 

준 에 대해 묻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인 P사 종업원의 약 80%가 고졸 수준 

의 학력 이며, 특히 고졸 수준의 종업원들은 

학력수준을 묻는 설문을 기피하는 실정을 감 

안하여 학력수준을 묻지 않고 연령, 계층, 직 

위, 직무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개인환경 특 

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표 2〉에 나타난 바오! 같이 3。세 

이상이 84.6%이고 계층으로는 전문기술직 사 

원이 82%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무부서 

는 현장생산부서 (69.1 %)와 지원부서 (26.6 %) 

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은 서비스품질 특성과 학습공동체 특성, 학습 

〈표 3> 서비스품질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 
(공감성 或 확신성)

요인 2 
(유형 성)

요인3 
(신뢰성 및 응답성)

Cronbachs «

SQE5 .807

.9238

SQE6 .780

SQE2 .760

SQE3 .698

SQA3 .680

SQE1 .667

SQE4 .659

SQA4 .622
SQT2 — .832

.8676SQT3 .781

SQT4 .747

SQT1 .697

SQR3 ,717

,8449
SQP4 .710

SQP5 .670

SQR2 .638

SQR4 .603

고유치 4.966 3.221 3.184 누적분산 
66.890%

설명분산(%) 29.214 18.949 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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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성 및 성과변수에 대하여 별개로 각기 

두 단계를 거쳐서 실행되었다. 첫째, 주성분분 

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흐卜여 

eigen값 1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 

하였다. 둘째, 단계 1에서 결정 된 요인수를 사 

용하고 직각회전 （varimax） 에 의한 주축요인 

분석 （principle axis factoring）을 실행하였다. 

요인 적재치 0.5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에 

소속되는 항목들을 점검하였다.〈표 3〉부터〈 

표 6〉은 영향요인과 성과요인 변수들의 요인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품질의 경우 연구모형에 제시된 다 

섯 가지 변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묶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유형성의 항목 

들은 예상대로 별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공감성과 확신성, 신뢰성과 응답성의 해당 항 

목들은 별개의 두 요인을 구성하는 것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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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신뢰성과 응답성 

에 적재된 항목들의 경우 e-Learning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들이 수준높은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성으로 명명하 

였다. 확신성과 공감성에 적재된 항목들의 경 

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학습자에게 필요 

한 정보 및 컨텐츠를 이해하고 맞춤화 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 

어 이 요인을 개인화로 명명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학습공동체 특성의 네 

변수인 소속감, 감정적 유대감, 욕구의 통합과 

충족, 영향력 등의 경우 측정항목들이 해당 

요인에 각기 0.6 이상의 요인 적재치로 명확 

히 분류되었다. 학습자 특성의 세 변수인 학 

습자의 학습동기,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등도 예상대로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 

〈표 4> 학습공동체 특성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 1 

（소속감）
요인 2

（감정적 유대감）
요인 3

（욕구의 통합과 충족）
요인 4 

（영향력）
Cronbachs a.

MEM3 .827

.8730MEM4 .774
MEM5 .666
EMO3 .801

.8425EMO2 .733
EMO1 .656
NE3 .783

.7656NE2 .687
INF3 .753

,7540INF4 .626
고유치 2.447 2.269 1.873 1.479 누적분산 

80.675%설명분산（%） 24.467 22.695 18.727 1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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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5참조〉）. 성과변수인 학습만족도와 직 

무수행능력향상 정도의 경우〈표 6〉에서 보 

듯이 측정 항목들이 해당 요인에 각기 0.7 이 

상의 요인적재치로 소속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차원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을 위해 Cronbach's a 분석결과 각 변수들의

신뢰도가 0.7540에서 0.9238으로 나타나 모두 

0.6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습자 특성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 

（지각된 사岸용이성）
요인 2 

（학습동기）
요인 3

（지각된 '휴용성） Cronbachs a ,

PEOU2 .848

.8548PEOU3 .740

PEOU1 .696
M0T2 .831

.8470
M0T3 .668
M0T4 .668
M0T1 .6C3
PU3 .809

.7918PU4 .775
PU2 .736

고유치 2.621 2.422 2.280 누적분산 
73.234%설명분산（%） 26.215 24.218 22.802

〈표 6> 교육효과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1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
요인 2 

（학습만족도） Cronbachs «

JCE4 .855

.8223JCE2 .775
JCE3 .735
LSI .864

.8270LS2 .787
LS3 .707

고유치 2.255 2210 누적분산 

74428%설명분산（%） 37.589 3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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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가설의 검증 및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가설 1은 서비스품질이 교육효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연구모형에서 

서비스품질은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었 

지만, 앞의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차원으로 

압축되었다. 따라서 학습만족도와 직무수행 

능력향상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유형성, 지 

원성, 개인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4.3.1 서비스품질과 교육효과와의 

관계

종속변수가 학습만족도인 경우, 회귀모형 

의 R값이 .367이며 서비스품질의 세 독립변수 

들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화 요인 

(가설 1-4와 1-5) 만이 유의 (#=.463, t = 5.528, 

p〈0.01) 하였으며, 유형성과 지원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종속변수가 직무수 

행능력향상 정도인 경우, 회귀모형의 R값이 

.460으로서 상당히 높고 개 인화 요인(가설 1-4 

와 1-5) 만이 유의적 (g= .643, t = 8.312,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에서는 개 

인화 요인만이 채택되고 가설 1-1 에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이는 e-Learning은 학습자 

주도 방식의 온라인 교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맞춤화 된 서비 

스의 제공이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 

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흐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3.2 학습공동체 특성과 

교육효과와의 관계

학습공동체 특성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정적 유대감(/?=.268, t = 2.997, p<0.01) 

요인과, 욕구의 통합과 충족(貝= .185, t = 2.138, 

P<0.05), 영향력 (/3=.201, t = 2.293, p<0.05) 요 

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소속감 요인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수행능 

력향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정적 유대감 

(阡.231, t = 2.898, p〈0.01)요인과 영향력 (# 

= .394, t = 5.507, p〈0.01) 요인 이 유의 한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소속감과 욕구의 통합과 충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에서는 가설 2-2와 2-4가 채택되었으며

〈표 7> 서비스품질과 교육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습만족도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
분석결과;

Beta t Sig Beta t Sig
유형 성 .131 1.819 ,070 .033 .491 .624 기각

지원성 .062 .750 .454 .018 .237 .813 기각

개인화 .463 5.528*** .000 .643 8.312*** .000 채택

R2 및 F 값 R2 = .367 Adj. R2 = .359 
F = 44.237

R2 = .460 Adj. R2 = .453 
F = 65.017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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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습공동체 특성과 교육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습만족도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
분석결과

Beta t Sig Beta t Sig

소속감 -001 -014 .989 .125 1.645 .101 기각

영향력 .201 2293** .023 .394 5.057*** .000 채택

욕구의 통합과 

충족
.185 2.138** .034 .017 .216 .829 부분채택

감정적 유대감 .268 2.997*** .003 .231 2.898*** .004 채택

R2 및 F 값
R2 = .346 Adj. R2 = 335

F = 30.168
R2 = .482 Adj. R2 = .473

F = 52.99

주） *： p<0.1, **： p<0.05, ***: p<0.01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가설 2-1 은 

기각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와 

직무수행능력향상 등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영향력과 감정적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학습공동체 특성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3.3 학습자 특성과 교육효과와의 

관계

학습자 특성 요인이 긍정적 일수록 교육효 

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

여 학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학습동기(#=.250, 

t = 3.842, p<0.01), 지각된 사용■용•이성 (卩=.296, 

t = 4.550, p<0.01), 지각된 유용성(月=.346, 

t = 6.411, p〈0.01)의 세 변수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 요인 이 직무수행 

능력향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학습동기 

(0=373, t = 5.708, p<0.01), 지각된 사용용이 

성(貝 =.214, t = 3.270, p<0.01), 지각된 유용성 

(戶 =.299, t = 5.510, p〈0.01)의 세 변수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 

〈표 9> 학습자 특성과 교육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습만족도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
분석결과

Beta t Sig Beta t Sig
학습동기 .250 3.842*** .000 .373 5.708*** .000 채택

지각된 유용성 346 6.411*** .000 .299 5.510*** .000 채택

지각된 
사용용이성

.296 4.550*** .000 .214 3.270*** .001 채택

R2 및 F값 R2 = .609 Adj. R2 = .604 
F = 118.935

R2 = .605 Adj. R2 = .600 
F = 117.134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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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학습동기,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이 긍정적 이면 학습만족도와 직무수행 

능력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 이론과 관련한 연구 

들［50, 64, 6기을 기반으로 하여 유형성, 신뢰 

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등의 다섯 가지 범 

주로 기 업 e-Learning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 

고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학습공동체 

특성과 학습자 특성 요인을 추가하여 이들 요 

인들과 교육효과간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e-Learning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관련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교육효과의 영향 요 

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 

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서비스품질과 교육효과간 

의 관계에서는 개인화가 교육효과(학습만족 

도,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에 유의한 영향 

(각각 t = 5.528, p<0.01 ； t = 8.312, p〈0.01) 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등을 각각 별 

개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항목을 개발하여 사 

용하였지만 신뢰성과 응답성, 확신성과 공감 

성 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이를 지원성과 

개 인화로 명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는 e-Learning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e- 

Learning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적 

인 개념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상황과 연구 방법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결과의 적용을 위해서 

는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e-Learning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이나 인터넷 뱅킹 등의 인터넷 기업과 사이트 

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2, 6, 9, 11, 12, 16, 

39, 45］나 서비스 마케팅 분야와 정보시스템 

분야의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연구［49, 50, 51, 

62, 63, 64, 67, 68, 76］ 에서 서비스품질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 인 

화만이 교육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e-Learning은 학습자 주 

도 방식의 온라인 교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맞춤화 된 서비 

스의 제공이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 

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배우는 내용에 대한 간결 

함과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으려 하며 특히 일 

정수준의 학습목표를 지향하는 기업 e- 

Learning의 경우에는 개 인화가 교육효과성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기업은 e-Learning 수강에 있어서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전략을 짜 

내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의 공동체 

의식 개념을 토대로 학습공동체를 "e-Leaming 
학습과정에서 수강과목과 관련된 지식의 공 

유와 업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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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 라고 

정의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커뮤니티에 

서의 관계구축과 관계의 성과에 관련된 연구 

들［22, 28, 41, 46, 56, 78］ 이 최근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Leaming 환경에서는 아 

직 커뮤니티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e-Learning의 학습공동 

체 특성 요인들이 학습만족도와 직무수행능 

력향상 정도에 정의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습공동체 특성과 교육효과간의 

관계에서는 감정적 유대감(각각 t = 2.997, 

p<0.01； t = 2.898, p〈0.01)과 영향력(각각 

t = 2.293, p<0.05； t = 5.057, p〈0.01) 이 교육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의 통합과 충족(t = 2.138, p〈0.05)은 학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e-Learning을 통한 기업 

교육에 있어 학습공동체를 통한 구성원간의 

경험지식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개인의 e-Learning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업 

무수행능력향상 등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입증해준 것이라 할 수 있 

다. 즉, 학습공동체 형성과 같은 학습자 구성 

원간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지원과 기업학습 

문화 형성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e-Learning 
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 준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교육이 일정수준이상의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한 e-Learning 교육이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 

를 활성화하고 수강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 특성 요인과 교육효과간의 관 

계 에서는 학습동기(각각 t = 3.842, p<0.01； 

t = 5.708, p<0.01), 지각된 유용성 (각각 t = 6.411, 

p<0.01； t = 5.510, p<0.01), 지각된 사용용이성 

(각각 t = 4.550, p<0.01； t = 3.270, p〈0.01) 이 모 

두 교육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37, 42, 59］에 의하 

면 학습동기는 전통적인 교육훈련에서 교육 

효과의 선행요인으로 그 중요성 이 입증된 요 

인으로서 e-Learning 환경에서도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e- 

Learning 관련부서는 직무활용의 연관성 측 

면을 고려하여 동기유발이 가능한 학습 프로 

그램을 준비하는 등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Davis［36］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 

이성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 및 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e-Learning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사용용이성은 교육효과에 매우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기업 e-Learning 교육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주도형 맞 

춤학습인 e-Learning 학습을 통해 현실적 인 

문제 해결이나 e-Learning의 교육효과가 장단 

기적으로 지속됨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e- 

Learn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스품질 특성, 학습공동체 특성, 학습자 특성 

으로 범주화하여 요인을 분류한 후 이 요인들 

과 교육효과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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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밝혀냄으로써 e-Learning 교육효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 

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과 향 

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e-Learning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변 

수의 선정과 측정도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Learning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의 측정변수는 거의 모든 연구들 

에서 다르며 연구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 

다. 예를 들어, Parikh와 Verma［66］는 e- 

Learning의 서비스품질 차원으로 내용 

(contents), 기술 인터페 이스 기능성 등 4개 

차원을, 배미경과 박광태［1 이는 SERVQUAL 

의 5개 차원과 웹의 특성 인 사용편리성을 추 

가하여, e-Learning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였 

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변 

수를 사용하여 e-Learning 서비스품질을 측정 

하는 것은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 

Learning 서비스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학습 

공동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동체 심리학 

에서의 측정도구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의 공동체의식 측정도 

구들을 e-Learning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사전설문을 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 

하였으나 e-Learning 이 가지는 공동체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에 

대 한 심도깊은 고찰을 통해 e-Learning에서의 

학습공동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정교 

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e

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라 교육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e-Learning 시스템이 기존의 교육서비 

스 체 계 와는 다른 새 롭게 제 공되 는 교육서 비 

스로 일종의 혁신기술이므로 개인의 혁신성 

이 시스템 사용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개 인의 혁신성에 따라 교육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 

행해 볼만 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 

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e-Learning 학습을 

통한 실질적 인 학습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 

는 사전, 사후 측정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자료는 한 기업의 e-Learning 교 

육에 참가한 학습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으나 향후에는 e-Learning과 직접적으로 관 

련한 담당자나 사업부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계층간에 영향변수의 중요 

도에 대한 인식 이나 판단 차이의 원인을 규명 

하고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방안 

을 세우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8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저】2호

참고 문헌

[1] 강회일, 정용길,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 

스 품질평가: e-LibQual의 적용”, 정보 

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2002.

[2] 김계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 전략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 

31권 제1호 2002.

[3] 김두연 "성인학습자의 특성별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 L그룹 경영개 

발원 학습프로그램 참가자들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 김광용,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 인 원격 

수업의 운영”, 경영정보학연구, 제8권 제 

1호 1998.

[5] 김동숙 “기 업의 교육훈련 학습성과 결정 

요인: K은행의 신입행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6] 박인수, "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00.

[7] 박인우, “교육공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고찰: e-Learning의 등장을 고려하여”,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 회 발표논문 

집, 2001.

[8] 박은미, "업무환경과 자기주도 학습준비 

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9] 박용재, 정경수, "전자상거래 서비스 품 

질 평가모형의 개발”, 춘계학술대회 발 

표논문집 , 한국정 보시 스템 학회 , 2000.

[10] 배미경, 박광태, “e-Learning 서비스 품 

질에 관한 연구: Learning Portal 사이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Telecommunication 

Review. 제12권 제1호 2002.

[11] 송광석, 유한주, "전자상거래 서비스 품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품질경 영학회지, 제29권 제4호 2001.

[12] 유일, 나광윤, 최혁라,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이 전자상거래 성과에 미치 

는 영향”, 한국전자거래(CALS/EC)학 

회지, 제4권 제3호 1999.

[13] 유인출, e-Learning 시장동향과 전망, 이 

비즈그룹, 2000.

[14] 유영만, “학습객체(Learning Object)개 

념에 비추어 본 지식경영과 e-Learning 
의 통합가능성과 한계”, 교육공학연구, 

제17권 제2호 2001.

[15] 이동심, "웹기반 가상대학 원격교육의 

효과 영향요인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6] 이명호 윤재욱, 이경근, "정보시스템 서 

비스의 종합적 품질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제24권 제3호 

1999.

[17] 이문규, "e-SERVQUAL： 인터넷 서비 

스 품질의 소비자 평가 측정도구”, 마케 

팅연구, 제17권 제1호 2002

[18] 엄우용, "지식정보화시대의 교육패러다 

임 탐색”,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 25, 2000.

[19] 임정훈,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 

서의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 효과 연 

구”, 교육공학연구, 1998.

[20] 정인성, 최성희, "온라인 열린교육의 효 



기업 E-Leam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P사의 E-Leaming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81

과요인 분석”,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제 37권 제]호 1999.

[21] 조영만, "원격교육시스템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L기 업 원격교육 시스템을 중 

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22] 최혁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 

의식과 관계의 질, 고객충성도간의 관계 

에 관한 연구: 만족, 신뢰, 몰입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 12 권 제1호 2005.

[23] 한국사이버교육학회, e러닝 산업촉진 연 

구보고서 , 서 울:한국사이 버교육학회, 

2003.
[24] 탁진규, "사이버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 

습준비도 및 학습동기가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5] IDC, Worldwide Corporate e-Learning 

Market Forecast, 2001.

[2이 Abels, E・G・, White, M.D., and Hahn, 

K., ^Identifying User-Bbased Criteria for 

Web Pages”，Internet Research'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cy, Vol. 

8, No. 1, 1997.

[27] Adams, D.A., Nelson, R.R., and Todd, 

P.A.,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 Replication", MIS Quarterly, Vol. 16, 

No. 2, 1992.

[28] Boilier, C., The Future of Electronic 

Commerce: A Report of the Fourth 

Annual Aspen Roundatable on Information 

Te나mology,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de. 1998.

[29] Boyer, K.K., Hallowell, R., and Roth, 

A.V.,-services: Operation Strategy a 

Case Study and a Method for Analyzing 

Operational Benefit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 20, 2002.

[3이 Brady, M.K., Cronin, J.J., and B호and, 

R.R., “Performance-only Measurement 

of Service Quality： A Replication and 

Extension1,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55, Issue 1, 2002.

[31] Carman, J.,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An Assessment of the 

SERVQUAL Dimension”，Journal of 

Retailing, Vol. 66, No. 1, 1990.

[32] Chaffey, D” and Williams, E., "Measuring 

Online Service Quality", Journal of 

Targeting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Marketing, Vol. 8, No. 4, 2000.

[33] Choi, S.H., “Factors Related to the 

Collaboration Use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a Graduate 

Community: A Study of Electronic Mail", 

Doctori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6.

[34] Cronin, J.J., and Taylor, S.A.,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tionJournal of Marketing, Vol. 

56, July 1992.

[35] D avidson, W.B., and Cotter, P.R.,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8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권 저〕2호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6, No. 

7, 1986.

[36] Davis, F.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September 1989.

[37] D esimone, R.Dand Harris, D .M., 

“Human Resource D evelopment (2nd), 

Dryden, 1998.

[38] Fellers, J.W., and Moon, D.K.,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Distributed Group 

Support Systems to D istance Education , 

Proceedings of the Twenty-seven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Vol. 4, 1994.

[39] Gefen, D., “Customer Loyalty in E- 

Commer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3, 2002.

[40] Gronroos, C., Strategic Management 

and Marketing in the Service Sector 

Student literatur Chartwell Bratt, 1982.

[41] Hagel, J., and Armstrong, A.G., Net 

Gain： Expanding Markets Through Virtual 

Communities,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42] Hicks, W.D., and Klimosky, R.J., “Entry 

into Training Outcomes ； A Field 

Experi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호nal, Vol. 30, 1987.

[43] Holsapple, W.H., and Singh, M., 

u Electronic Commerce； From a 

Definitional Taonomy toward a 

Knowledge-Management View”，Journal 

of。호ganizational Computing, Vol. 10, 

No. 3, 2000.

[44] Horton, W., Designing Web-Based 

Training, John Wiley & Sons, 2000.

[45] Jarvenpaa, S.L., and Todd, P.A., 

“Consumer Reactions to Electronic 

Shopping on the World Wide Web ,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 1, No. 2, 1997.

[46] Jones, G.R., and George, J.M.,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1998.

[47] Jun, M., and Cai, S., “The Key 

Determinants of Internet Banking Service 
Quality: A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Vol. 19, No. 7, 2001.

[48] Keegan, D., Holmberg, B., and Sewart, 

D., Distance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1998.

[49] Kettinger, W.J., and Lee, C.C.,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with the Information Services Function , 

D ecision Science, Vol. 25 No. 5, 1994.

[50] Kettinger Lee, C.C., and Lee, S., 

“Global Measures of Information Service 

Quality： A Cross-National Study”, 

Decision Science, Vol. 26, No. 5, 1995.

[51] Kettinger, W.J., Lee, C.C., and Lee, S., 

“ Pragmatic Perspectives on the 



기업 E-Leam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P사의 E-Leaming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83

Measurement of Information Systems 

Service Quality'', MIS Quarterly, Vol. 21, 

No. 2, 1997.

[52] Kirkpatrick, D.L., Evaluation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1994.

[53] Labarbera, P.A., and Mazursky, D.,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Consumer 

Satisfaction/D issatisfaction: The D ynamic 

Aspect of the Cognitive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0, Nov 1983.

[54] Liao, Z., and Cheung, M.T., ^Internet- 

Based e-Banking and Consumer Attitudes: 

An Empirical Study",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39, 2002.

[55] Madu, C.N., and Madu, A.A., 

“Dimensions of e—Quality”，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and Reliability 

Management, Vol. 19, No. 3, 2002.

[56] McAllister, D.J., "Affect-and Cognition- 

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1995.

[57] McMillian, W.D., and Chavis, M.D.,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Jan 1986.

[58] Nisbet, R.A., Community&Power, 

(Formerly： The Quest for Comm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2.

[59] Noe, R.A., and Schmitt, N., “The Influence 

of Trainee Attitudes on Training 

Effectiveness: That of a Model", Personnel 

Psychology, Vol. 39, 1986.

[6이 Oliveira, P., Roth, V.V., and Gilland, 

W., “Achieving Competitive Capabilities 

in E-servic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69, No. 7, 2002.

[61] Oliver, R.L., "A Cognitive Mod이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7, Nov 1980.

[62] Parasuraman, A., Zeithaml, A., and 

Berry, L.L.,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Vol. 49, Fall 1985.

[63] Parasuraman, A., Zeithaml, A., and 

Berry, L.L., "SERVQUAL： A Multiple 

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Vol. 64, No. 1, 1988.

[64] Parasuraman, A., Berry, L.L., Zeithamal, 

V.A., “ Understanding Customer 

Expectations of Services*' , Sloon 

Management Review, Spring 1991.

[65] Parasuraman, A., Grewal, D.,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Quality- 

Value-Loyalty Chain :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8, No. 1, 2000.

[66] Parikh, M., and Verma, S., "Utilizing 

Internet Technologies to Support Learning: 

An Empirical Analysi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22, 2002.



8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저〕2호

[67] Pitt, F.L., Watson, T.R., and Kavan, 

C.B., “Service Quality ； A Measure of 

Information System Effectiveness”，MIS 

Quarterly, Vol. 19 No. 2, 1995.

[68] Pitt, F.L., Watson, T.R., and Kavan, 

C.B., ''Measuring Information System 

Service Quality * Concerns for a Complete 

Canvas**, MIS Quarterly, Vol. 21, No. 2, 

1997.

[69] Poplin, D.E., “The Concept of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9.

[70] Rosenberg, M.J., e-Learning: Strategies 

for D elivering Knowledge in the D igital 

Age, McGraw Hill-유영만 역, 물푸레,

2001.

[71] Rust, R.T., and Lemon, k.L., "E-services 

and Consumer",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 5, No. 3, 2001.

[72] Ruyter, K., and Wetzels, M., and Kleijnen, 

M., ^Customer Adoption of e-Se호vice： 

An Experimental Study”，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 12, No. 2, 2001.

[73] Sarason, S.B., The Psychological Senc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1974.

[74] Taylor, S., and Todd, R.A.,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No. 2, 1995.

[75] Van Riel, A.C.R., Liljander, V., and 

Jurriens, P., "Exploring Consumer 

Evaluation of e-Services: A Portal Site",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 12, No. 4, 2001.

[7이 Van Dyke, T.P., Kappelman, L.A., and 

Prybutok, V.R., ^Measuring Information 

System Service Quality: Concerns on the 

Use of the SERVQUAL Questionnaire', 

MIS Quarterly, Vol. 21, No. 2, 1997.

[77] Voss, C., "'Developing an e-Service 

Strategy", Business Strategy Review, Vol. 

11, Issue 1, 2000.

[78] Walther, J.B., ^Relation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xperimental Observations Over Time”， 

Organization Science, 1995.

[79] Wegner, D.M., and Giuliano, T., "Arousal- 

Induced Attention to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1980.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6,



기업 E-Leairing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P사의 E-Leaming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85

〈부록〉설 문 문 항

1. 서비스품질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

1. 유형성에 관한 질문

(1)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시스템의 전송 

속도가 적절하며 안정적 이다.

(2)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 

기가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편하다.

(3)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 

보는 화면상에서 보고 읽는데 편하게 

제시되어 있다.

(4)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텍스트의 크기나 

화면 구성이 읽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5)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메뉴가 사용하 

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신뢰성에 관한 질문

(6)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약속한 정보 및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다.

(7)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학습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에 진지한 

관심 (적극적 인 태도)을 보였다.

(8)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학습자의 정보 

및 강의관련 기록(수강, 대금결제 기록 

등)을 정확하게 유지한다.

(9) 온라인을 통한 강의는 사이트에 명시 

된 학습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였다.

3. 응답성에 관한 질문

(10)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학습과정 관리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11)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학습환경에 시 

스템적 문제가 생길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정상화한다.

(13)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강의는 학습자 

의 질문에 강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14)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고객지원센터 

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5)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항상 자발적으 

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4. 확신성에 관한 질문

(16)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강 

의 및 정보의 질을 신뢰할 수 있다.

(17)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강사는 학습과 

정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을 갖추고 있다.

(18)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안정성(개인정보유출이나 

결제 등)에 대한 신뢰가 간다.

(19)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학습자의 학습 

성과 평가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다.

(20)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학습진도 체크 

관리를 잘 운영한다.

5. 공감성에 관한 질문

(21)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개별 학습자에 

대한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22)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강의는 수강생 

들간에 다양한 형태의 토론 및 의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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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이루어졌다.

(23)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학습자의 요구 

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24)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5)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게시판이나 메 

일 등을 통해 학습자의 개 인적 인 사정 

을 배려한다.

(26)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강의는 강사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이 적 

절하였다.

2. 학습공동체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

1. 소속감에 관한 질문

(1) 나는 다른 회원들과의 대화에 적극적 

이다.

(2)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

(3)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회원을 여러명 알고 있다.

(4)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에 있을 때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처 럼 

항상 편안함을 느낀다.

(5)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는 

친구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쉽다.

2. 영향력에 관한 질문

(6) 나는 내가 원한다면 온라인 교육 사이 

트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느낀다.

(7)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많은 활 

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 일반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운영에 반영 

된다.

(9)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많은 도 

움을 얻을 수 있다.

3. 욕구의 통합과 충족에 관한 질문

(10)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 

켜 준다.

(11)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는 

사고와 행동의 자유로움을 보장한다.

(12)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가 즐겨 찾는 게 

시판이나 정보란이 있다.

4. 감정적 유대감에 관한 질문

(13)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회원들과 취향이나 기호가 비슷하다.

(14) 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에 오랫동안 소속하고 싶다.

(15)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커뮤니티 회원 

들은 공손하고 예의바르다.

3- 학습자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

1. 학습동기에 관한 질문

(1) 나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을 많이 한다.

(2) 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강하는 과 

목의 반복 학습을 많이 한다.

(3) 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 과정에 

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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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4)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 

고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였다.

2. 지각된 유용성에 관한 질문

(5)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 

육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6)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교육은 내가 하 

고자 흐！는 일을 쉽게 하도록 해준다.

(7)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내가 하고자 하 

는 일에 아주 유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 

공해 준다.

(8)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교육 서비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관한 질문

(9)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서비스를 사용 

하는 방법을 익히기 쉽다.

(10)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서비스를 능숙 

하게 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1)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서비스는 나에 

게 있어 사용하기 용이하다.

4. 교육효과에 관한 설문문항

1. 학습만족도에 관한 질문

(1) 온라인 교육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전 

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2)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학습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만족스러웠다.

(3) 온라인 교육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2. 직무수행능력향상 정도에 관한 질문

(4)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 

제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다.

(5)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은 나 

의 업무 관련 기획력 및 사고의 폭을 

향상시켜 주었다.

(6)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은 나 

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

(7)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은 나 

의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



8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0권 제2호

저 자소개

최혁라

1991. 2.

1993. 8.

2002. 2.
현재

관심 분야

（E-mail : hyukra@hotmail.com）
순천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박사）

순천대학교 경영통상학부 강사

e-비즈니스 e-Leaming, 정보시스템 평가, Ubiquitous 컴퓨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