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기술의 발 과 사회 변화,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

에 따라 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월한 교육 서비스

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각 학에서는 변화

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온라인 교육 서비

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극 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토 로 한 인터넷 련 IT 기술의 발

은 사회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 있어 웹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

습 활동을 지원하는 사이버교육이 학의 교육 신을

주도하고 있다[1].

정보화 사회로 인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교육의 패

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의 보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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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하고 있는 추세로, 통 인 면 면 수업 방식은 다

양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

육 방식인 웹 기반 사이버강의의 양 증 를 진시키

고 있다.

사이버교육(Cyber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1990년

반부터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2],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 는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통

신망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

운 교육 체제로, 첨단 매체를매개로 네트워킹을 통한 능

동 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인경험을 하

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 형태이다[2]. 이와 같이

사이버강의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벗어나 언

제 어디서나 각종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

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3].

사이버교육은 교사 심의 지식 달식 일방 교육방

식, 논리 심, 인지 심, 순차 이고 선형 인 텍스트

심의 고정된 내용의 근성 한계 등에서 벗어나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세계 탐색의 기회를 확장시

키며, 정보에 한 감식력을 키우고 다양한 소통과 상호

성 체험을 통해 학습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

육 장 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재의 교육은 교육 방법에 따라 같은 교육 내용이라

도 그성과가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 심의 사실

과 지식 달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과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 달성에 얼마나 향을 주느냐에

심이 집 되고 있다[4].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비동시 으로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성취와학습 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잘 구조화된 웹 기반 로그램의 설계

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5], 학의 효율 사이버교

육 방안으로 동기 유발이 필수 이고, 상호작용 효과의

강화 략과 학습자 집 력의 강화 략이 포함되어야

한다[6]. 우수 콘텐츠의 확보, 콘텐츠의 품질 리 시스템

구축, 운 랫폼의 안정성 확보를 한 노력이 필요하

다[7,8].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강좌에 따라 강좌의 효율성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9]. 사이버강좌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하여 콘텐츠 만족도와 수업의 제

반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10,11], 강좌 몰입에 향

을 주는 상호작용에 한 연구[12] 학습 효과를 높이

기 한 강좌 디자인에 한 연구[13], 사이버강좌 구성

요소들의 효율 인 구 방안[14], 사이버강의 수용 향

요인 분석[15,16] 등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학생의 사이버강좌 학습 효과 사례 연구에서 남성

들이나 소 트웨어 지식이 없는 1,2학년에게 학습효과가

높고, 이공 공자들이 다른 공자들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하 으며, 이공 학 공자이면서 남성인 경우

학습효과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 다[9].

사이버교육은 사 에 개발된 콘텐츠를 통해 학습 내

용을 달하고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게

시 , Q&A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 심으로운 하는경

우가 많으며, 사이버교육 특성상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어려워 교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 내용의 콘텐츠는 상

호 작용성을 높이는 효율 인 학습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는 것에 주목되고 있다[17,18].

2012년 무크(MOOC)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러닝 열풍

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MOOC는 하버드, 일, MIT, 스

탠퍼드 등 세계 유수 학의 강의를 원하는 시간에 어디

서나 무료로 수강한다는 장 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

며,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한 처 방법으로서 학

의 경쟁력과 자체 역량 강화의 주요 략으로 두되고

있다[19].

2000년 이후부터 확산된 모바일 기기와 목한 형

태의 학습 환경을 새로운 학습 환경 패러다임이라고 정

의하고 사이버강의의 목표를 학습자 심의 학습 환경

조성과 효과의 극 화라고 하 으며, 이를 한 스마트

인 라 기술, 지식 달 기술, 콘텐츠 개발 기술, 스마트

트 이닝 요소 기술이 필요하고 하 다[20,2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 로 학생 상의 웹

기반 사이버강의에 한 효과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

인 사이버강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대상

연구 상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의 사이버

강좌로 개설하 던 ｢슬로우 라이 와 푸드｣교과 수강

학생으로, 2015년 3월 학습 시작 시기와 6월 기말고사 시

기 등 2회에 걸쳐 설문지 각 166부를 배부한 후 그 결과

를 분석하 다. 설문지는 166부 모두 분석에 사용하 으

며, 연구 상자의 일반 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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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Gender
Male 70(42.2)

Female 96(57.8)

Grade

1 31(18.7)

2 57(34.3)

3 27(16.3)

4 51(30.7)

Major
Social science 79(47.6)

Natural science 87(52.4)

Table 1. Research subject

공 그룹은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해 학문

의 성격이 유사한 그룹끼리 공 역을 나 었으며, 인

문사회 학, 사범 학, 술 학은 사회과학 공그룹

(social science group)으로, 자연과학 학, 공학 학, 산

업과학 학, 간호 학은자연과학 공그룹(natural science

group)으로 분류하 다.

연구 상은 남학생 70명(42.2%), 여학생 96명(57.8%)

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1학년 31명(18.7%), 2학년 57

명(34.3%), 3학년 27명(16.3%), 4학년 51명(30.7%)로 2학

년과 4학년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공 그룹은

사회과학 공그룹 79명(47.6%), 자연과학 공그룹 87명

(52.4%)으로 유사한 구성 비율을 보 다.

2.2 연  도  및 료 

연구 방법은 정보시스템 분야 분석 연구의 근 방법

에 해 논의한 [22]의 연구에서 흥미, 유용성, 사회 상

호작용 이론을 사용하 고,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제안한

[1]의 연구에서는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사용 태도 이론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설문 구성은 [1,22,2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서비스의

친근성, 유익성, 상호작용성, 즐거움 제공, 호기심 유발,

흥미, 유용성, 정보제공성, 효율성, 유익성, 효과성, 사용

가능성, 지속 사용성, 용어의 이해, 필요성, 학업 수행 효

과성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의 성격에 따라 Fig. 1

과 같이 유용성, 흥미, 학업 련성, 사회 상호작용, 사

용 의도의 5개 역으로 분류하 다.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수정ㆍ보완한 후 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15개 문항을선정하 고, Table 2와 같

이 구성하 다. 문항의 답안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 어 최고 7 , 최 1 으로 배

하 다.

Categories Contents

Academic relevance

Lecture is understandable

Lecture is necessary for study

Lecture is suitable for study

Social
interaction

Lecture is friendly

Lecture is useful serviceable

Lecture is interact

Usefulness

Lecture is useful

Lecture gives a lot of information.

Lecture is efficient.

Lecture is very helpful

Usage intention

I will use lectures.

I will often use lectures

I will continue to use lectures

Enjoyment

Lecture gives pleasure

Lectures cause curiosity

Lecture gives enjoyment

Table 2. Configuration of the questionnaire

연구도구의 타당성 확보와 측정변수에 한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용성, 흥미, 학업 련성, 사회 상호작용, 서비스 사

용의 각 신뢰도는 .910, .848, .802, .839, .822로 신뢰성 계

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주요 요인에 한 내 일 성

이 충분한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한 SPSS(Windows용) 19.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고, 변인간의 유의도 검증을

해 일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 다.

3. 연  결과

3.1 학습 전․후 식수   결과

학생들의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Usefulness

Academic
relevance

↓

↓ Usage intention

Social
interaction

↑

Enjoyment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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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Pretest Posttest F

Usefulness 5.76 5.97 -2.751**

Enjoyment 5.25 5.54 -18.186***

Academic relevance 5.26 5.62 -4.679***

Social interaction 5.51 5.80 -3.444**

Usage intention 5.46 5.79 -3.035**

**p<.01, ***p<.001

Table 3. Pre and post difference in cyber lecture 

변인에 따른 사이버강의의 학습 ․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용성(p<.01), 흥미(p<.001), 학업 련성(p<.001),

사회 상호작용(p<.01), 사용 의도(p<.01)의 5개 역

모두 학습 후 인식 수 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흥미와 학업 련성에서유의도가 p<.001

수 으로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 수 이 높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3.2 별 학습 전․후 식수   결과

성별에 따른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F

Pretest Group

Usefulness
Male 5.98 6.01

56.518*** .861
Female 5.60 5.95

Enjoyment
Male 5.22 5.50

92.041*** 1.659
Female 5.23 5.57

Academic
relevance

Male 5.46 5.74
100.451*** .006

Female 5.12 5.53

Social
interaction

Male 5.67 5.87
32.886*** .011

Female 5.39 5.76

Usage
intention

Male 5.58 5.82
37.449*** .011

Female 5.37 5.77
***p<.001

Table 4. ANOVA Test on Gender

여학생 남학생 그룹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

으나, 5개 역에 한 학습 ․후의인식수 변화에서

는 모두 p<.001 수 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3.3 학년별 학습 전․후 식수   결과

학년에 따른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F

Pretest Group

Usefulness

1 5.81 5.90

57.248*** 1.139
2 5.91 5.99

3 5.63 6.15

4 5.67 5.90

Enjoyment

1 5.23 5.54

96.504*** 1.378
2 5.21 5.51

3 5.23 5.58

4 5.23 5.54

Academic
relevance

1 5.14 5.72

105.712*** 1.171
2 5.35 5.50

3 5.14 5.61

4 5.31 5.68

Social
interaction

1 5.54 5.80

33.864*** .681
2 5.50 5.87

3 5.45 5.90

4 5.52 5.69

Usage
intention

1 5.77 5.81

36.349*** 1.029
2 5.31 5.61

3 5.62 6.06

4 5.35 5.80
***p<.001

Table 5. ANOVA Test on Grade

1학년과 2학년, 3학년, 4학년 그룹 간에는 유의 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개 역에 한 학년별

학습 ․후의 인식수 은모두 p<.001 수 에서 유의미

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4 전공별 학습 전․후 식수   결과

공에 따른 사이버강의의 학습 ․후 인식수 분

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공은 사회과학 공과 자연과학 공으로 구분하

으며, 학습 후 두 그룹 간의 변화는 5개 역 흥미와

사용의도에서 각각 p<.001과 p<.05 수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 다. 이들 그룹간의 차이를 추정 평균

값을 통해 분석한 결과 흥미와 사용 의도에서 자연과학

공에 비해 사회과학 공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 학 공자들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난 [9]의 연

구와다른결과가도출된 것은 본연구에서사용된｢슬로

우 라이 와 푸드｣는 사회과학 공 련 교과 성격을 갖

고 있어 사이버강의에서 사회과학 공 학생의 학습효과

가 높게 나타났으나, [9]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강좌

는 자연과학 공 련 교과 성격을 갖고 있어, 이공 학

공자들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되며,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 사이버강의의 인식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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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강좌의 공 특성을 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공 그룹에 따른 유용성과 흥미, 학업 련성, 사

회 상호작용, 사용의도의 5개 역에 한 학습 ․후

의 인식 수 은 모두 p<.001 수 에서 유의미하게 향상

된 결과를 보여 사이버강의는 공의 구분 없이 학습 효

과를 증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F

Pretest Group

Usefulness
Social 5.84 6.06

54.773*** .645
Natural 5.69 5.89

Enjoyment
Social 5.24 5.66

87.444*** 27.296***
Natural 5.21 5.46

Academic
relevance

Social 5.17 5.45
101.583*** 2.841

Natural 5.34 5.77

Social
interaction

Social 5.61 5.83
33.405*** .015

Natural 5.41 5.78

Usage
intention

Social 5.64 6.01
35.061*** 4.599*

Natural 5.29 5.59

*p<.05, ***p<.001

Table 6. ANOVA Test on major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사이버강의를 용한

후 그 융복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효과 인 사이

버강의 교과 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한 자료로 설문지가 사용되

었으며, 설문은 15개 문항으로 구성하 고, 문항의 성격

에 따라 유용성, 흥미, 학업 련성, 사회 상호작용, 사

용 의도의 5개 역으로 분류하 으며, 측정 변인간의 내

일 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 수 은 유

용성, 흥미, 학업 련성, 사회 상호작용, 사용 의도의

5개 역모두에서 학습 후유의미하게 향상한 것으로나

타났으며, 특히 흥미와 학업 련성에서 높은 향상 수

을 보 다(p<.001).

성별 학년별에 따른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

수 은 그룹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유용성, 흥미, 학업 련성, 사회 상호작용, 사용

의도의 5개 역에 한 인식수 은 모두 p<.001 수 으

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공별 사이버강의 학습 ․후 인식 수 은 사

회과학 공과 자연과학 공간의 비교 시 흥미와 사용의

도에서 학습 후 각각 p<.001, p<.05 수 에서 사회과학

공이 자연과학 공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사이버강의는 사회과학 공의 학습 효과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과 비교 시 사이

버강의의 인식수 변화는 사이버강좌의 공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에 따른 5개 역의 인

식 수 은 성별 학년별과 마찬가지로 학습 후 p<.001

수 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학생의 사이버강의 학습에 한 인식

수 은 유용성과흥미, 학업 련성, 사회 상호작용, 사

용 의도의 5개 역 모두에서학습후 정 으로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흥미와 학업 련성 역에서

높게 증가하여, 사이버강의가 학생을 상으로 한 강

의로서 반 인 향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강의를 한 컨텐츠는 흥미와 학업 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며, 실제학습 내용과 련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서비스 사용 횟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구축되어야 하며, 유용성의 요인

인 학업 련성을 체계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사

이버강의에 한 인식은 사이버강의의 흥미와 사용 의도

에서 공 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공 역별 흥미

도와 요구도를 반 함으로써 보다 체계 인 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용되어야 한다.

한 사이버강의에서 취약하기 쉬운 상호작용을 지원

할 수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

해[25]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Q&A, 평가, 토론 등을

연계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이 개발 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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