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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강의 시스템, 이용 동기, ICT 활용능력, 강의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찾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송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330부를 확
보하였으며, SPSS 25.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시스템의 편의성·용이성·보안성과 이용 동기가 
강의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절효과의 변수인 ICT 활용능력은 시스템 특성(용이성 및 보안성)과 강의만족
도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개발은 물론 ICT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다양한 표본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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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Lecture System, 
Motivation for Use, ICT Utilization Ability, and Lectures Satisfaction as online lectures continue. For 
that, conducted survey of students at Woosong University, secured 330 valid samples, and conducted 
with analysis of actual proof with using SPSS 25.0.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system's 
Convenience, Simplicity, Security and Motivation for Use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o Lecture 
Satisfaction, and also confirmed that ICT Utilization Ability, the variable of Moderating Effect, also has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System Characteristics(Simplicity and Security) and Lecture 
Satisfaction. Therefore, the need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dditional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ICT Utilization Ability as well as development of new online system are presented in order to 
enhance online Lecture Satisfaction of students. Lastly, various sample surveys and researches are 
seems to be needed in the future in order to increase the Lectur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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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연말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감염증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
라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제한됐고, 이어 "언택트 시대"로 
전환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포 이후 코
로나19의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
화, 교육에까지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1].

이러한 가운데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는 한 
공간 안에 많은 학생이 밀접한 상태로 모이는 만큼 안전
거리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이
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그 대안으로 
하였다. 코로나 발생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과거 COVID-19 발
생 전에는 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주로 외국어 및 자기 계
발 학습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COVID-19 발생 
이후에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에 전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각 학교의 강의 관련 시스템은 학습자들의 강의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대학의 온라인 강의시스
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강의는 시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태블릿PC, 스
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는 당초의 주목적이었던 통신을 
뛰어넘어 교육, 자기 계발, 학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패턴은 전통적 의미의 교
육을 뛰어넘어 실시간, 상호작용, 공유 등의 특징을 가지
고 있고, 장소 및 시간의 제한 없이 간편하게 학업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 Off-line강의에서 학생들은 
지나간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없지만, On-line강의는 여
러 번에 걸쳐 반복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
는 온라인 강의의 질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며, 온라인 강
의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반영할 수 있다. 선행연구(이
종연·이은진, 2010; 노석준, 2012; 이쌍철·김정아, 
2018; 송수연·김한경, 2020; 공다영, 2021)에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사실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COVID-19 사태에서 각 대
학별로 특수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5]. 한편, 온라인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학습자
의 학습 동기, 수업 참여 태도를 제고시켜 수업 몰입도를 

높이게 되어 강의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6]. 따라서 시스템 특성의 요인들이 강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교수자·학습자의 ICT 
활용능력 미숙, 시스템의 안정성 미흡, 수업 배정 오류, 
기술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조건 제한 등 문제들을 조정
하고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특성과 ICT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온라인 강의의 시스템, 이용 동기, ICT 
활용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특성, 이용 동기가 강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ICT 활
용능력에 비례해 강의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시스템 특성과 강의만족도 간에 
어떤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온라인 강의 시스템 개선안을 모
색하고자 하고, 강의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스템 특성

시스템 특성(System Characteristic)이란 정보시스
템 기능에 있어 운영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DeLone & 
McLean(1992)의 연구에 의하면 “시스템 특성은 데이터
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으로 사용자가 시스템
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품질을 의미하며,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이다[7]. Davis(1989)는 시스템 특성을 
시스템 품질, 사용의 용이성, 사용자 상호작용의 일관성
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8], 이와 같은 시스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이성, 신뢰성, 완전성, 응답시
간, 전환시간, 자료의 정확성과 시스템의 탄력성을 제안
하고 있다[9]. 또한 시스템 품질을 편의성, 접속성, 신뢰
성, 상호 작용성, 즉시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
스템 특성요인들은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 시 시스템의 
다운과 오류가 적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빠른 접
속이 가능할수록 간편하게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10, 11].

2.1.1 보안성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인터넷 보급이 확

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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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12]. 이에 사이버 보안에 대해 보안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안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안전함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정보 유출이 발
생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보안성
은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 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바이러
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경우가 있
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공격 혹은 위험으로부터 안전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13]. 최혁라(2004)는 안전성은 
시스템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호선(2011)은 “서버의 성능은 지원 가능한 
단말의 수, 많은 단말들이 갑작스레 접속을 요구하는 경
우의 처리 성능 등과 같이 얼마나 많은 단말을 안정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4, 15]. 

2.1.2 편리성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

활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색다
른 생활의 편의를 원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편
리성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를 주고받는 편리함과, 강의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의 편
의성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입력 방법과 이용
과정이 간단하고 편리함을 의미한다[16]. 시스템 이용자
들의 편리성 선호 현상에 따라 금전보다는 시간과 노력
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17]. 

Teo(2003)의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수용성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편리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에러를 줄이면서 정확성을 높게 
하여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18]. 편리
성은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시 필요한 절차의 소개와 조
작방법 등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며, 김소영
(2010)의 연구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인식할수록 
휴대가 용이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조작 및 사용하기 간
단하고 편리한 정도로 정의하였다[19]. 

2.1.3 용이성
용이성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

고,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게 능숙
해질 수 있는지, 혹은 이용할수록 만족스러워 하는지에 

대한 정도이다. 
Davis(1989)는 용이성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

을 사용할 때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용하기 쉬울 것이라
고 믿는 정도 또는 시스템을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필요
로 하는 노력의 양에 대한 지각의 정도”라고 하였다[8]. 
또, 과거에는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이나 시스템 중
심으로 노력해왔으나, 최근에는 상호작용의 과정 혹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0]. 용이성
은 이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쉽다고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커지게 되
고, 이것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게 
되는 것이다[21]. 김차근 외(2017)는 용이성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편리성이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22]. 
Davis(1989)의 연구를 기반으로 많은 분야에서 용이성
은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사용자 만족에 있어 중요한 변
인임이 입증되고 있다[8]. 

2.2 이용 동기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 동기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욕구나 
동기, 시스템의 사용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체와 콘
텐츠를 선택하게 되며, 자신의 동기를 파악하고 내부적·
외부적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는데 이를 이용 동기라 한
다. 최철호(2018)는 이를 이용과 동기를 결합된 개념으
로 설명하고 있고, 개인이 어떤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이며, 개인의 욕구 충족 및 소비 활동을 일
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23]. 이용과 충족이
론은 매체를 이용함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요인이 무엇인
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매체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용 
동기를 규명하는 접근 방법이다[24]. 이용과 충족 이론의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대중매체를 어
떻게 이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매체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용 동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25].

따라서 이용자의 이용 동기는 디지털 기기 측면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보유한 기술력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가 보유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26, 27].

2.3 ICT 활용능력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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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는 교육, 자기 계발, 학습 등 여러 분야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ICT 교육은 인터넷, 이동 가
능한 스마트기기, SNS 등을 통해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시간 분배를 통해 학업, 학습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의 전 세계 학생들은 학습
에 대해 제한 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능동적
으로 찾아내는데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은 학습자가 지
식정보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
나가 되었다[28]. Kennewell(2005)은 정보통신기술 능
력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다루거나 전달하고 
실제의 생활이나 가상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혹
은 개발하거나 평가함으로, 정보기술의 중요성 및 활용,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9]. 이준 
외(2002)는 ICT 활용능력을 “건전한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
가를 인식하고, 적절한 곳에 접근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30]. ICT 활용능력은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자 변수이다[31]. ICT 
활용 학습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분석한 결과를 활용
하는 모든 방법을 일컬으면서 교수자·학습자 활동이 일
어나도록 권장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32]. 

2.4 강의만족도
강의만족도(Lecture Satisfaction)는 학습자의 교육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제공된 학습 내용이나 
학습 방법 등이 학습자의 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반
응적 평가이다[33].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간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써, 강의만족이란 한 개인
이 교육 수강에 대해 가지는 감성적, 정서적인 선호도라
고 정의할 수 있다[34, 35, 36].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교육
과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야 하는 환경에
서 강의만족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7]. 

Keller(1983)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만족도를 학습자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및 달성한 학습성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으로 제시하였다[38]. 강의만족도는 교육
을 받은 결과 학습 경험이 학습자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
키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태도이며, 이에 따라 강의만족도
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중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33], 온라인 교육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변
수로 취급받고 있다[39]. 

Caffarella & O'Donnell(1991)의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및 강사의 자질은 교
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서비스품
질은 교육만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 또한, 플랫폼 환경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즉, 학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서비스품질의 유형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41, 42].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의만족도는 학습자들
이 수업을 받은 후 수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계량적·과학
적으로 분석하여 평가받는 교수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속
적인 교육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5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가설

에서는 연구모형을 근거로 하여 온라인 강의 시스템 특
성, 이용 동기 및 강의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ICT 활용
능력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을 설정하여 도출하였다.

2.5.1 시스템 특성과 강의만족도
DeLone & McLean(1992)은 시스템의 품질을 사용

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정보시스템의 성과 
모델을 통해서 입증하였으며[7], Jennex & Olfman 
(2002)은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43]. Bailey & Pearseon 
(1983)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특성 요인으로 시스템 유연
성, 시스템 통합성, 편의성, 응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44]. 시스템 특성은 편리성, 안전보안
성, 효율성, 신용성 등으로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편리성 
및 안전보안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에 대한 
크다고 하였다[45]. 이동만 외(2008)는 e-러닝에서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스템 특성을 편의
성, 신뢰성, 상호 적용성으로 분류하여 개별 변수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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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46]. 또한 시스
템 특성을 용이성, 유연성, 신뢰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된 
결과에서도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이와 같이 시스템 품질의 유연성, 편리성
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편리성은 업데이트와 다운로드 속도, 인터페이스의 
구성, 호환성 등 높은 상호작용성과 환경적 품질이 사용
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48]. 한편, 
전수용·하규수(2010)는 시스템 요인을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 안전성, 경제성, 저항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수용의도에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49]. 전
반적으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전성, 편의성, 경제
성은 사용자만족도를 매개효과로 하는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함을 밝히고 있다[50].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온라인 
강의 시스템 특성의 요인을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을 3
가지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시스템 
특성인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이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연관성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시스템 특성은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시스템 보안성은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시스템 편리성은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시스템 용이성은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2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기반으

로 하여 이용 동기요인의 관계를 찾아냈고, 각 관계는 강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1]. 왕락
(2019)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사용 동기 요인 중 자기표현, 
정보추구, 사회적 영향, 이용편리성, 오락성 등을 분석했
는데 이용 동기와 이용자 만족도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고 제시하고 있다[52]. 한편 서비스의 이용 동기 요소를 
편의적 동기, 경제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로 구분한 연구
에서 각각의 요소들은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53]. 
그리고 이용 동기에는 서비스 통합성, 새로운 정보의 획

득, 기능성 및 이용 편의, 오락 및 여가, 즉시성, 과시 및 
유행, 관계 유지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소는 자신이 원하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만
족도가 높은 개인 매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54, 55].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
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이용 동기는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5.3 ICT 활용능력과 강의만족도
DeLone(1988)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의 성공과 사용

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의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제시하였고, “해당 교육의 실시 정도가 정보시스템 성
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6]. 또한, 이용
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지식수준이 높을 경우시
스템 실행에 있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쉽게 받
아들이고 정보시스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5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정민(2006)은 ICT를 활용하
여 수업을 실시한 결과에서 종합적인 학업성취도는 기능 
영역과 지식·이해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58]. 즉, ICT를 활용한 결과는 학습자의 흥
미, 참여 동기 증진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59]. 결론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이 높은 학습자들은 ICT 활용수업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다[31, 60].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ICT 활용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강의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ICT 활용능
력과 강의만족도의 관계에 조절변수의 역할을 확인하고
자 한다.

가설3: ICT 활용능력은 시스템 특성과 강의만족도 간
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3-1: ICT 활용능력은 시스템 보안성과 강의만족
도 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3-2: ICT 활용능력은 시스템 편리성과 강의만족
도 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3-3: ICT 활용능력은 시스템 용이성과 강의만족
도 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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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해 온라인 강의 
시스템 특성, 이용 동기 및 강의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시스템 활용능력의 조절효과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
을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 우송대학교에서 온라인 강

의 시스템을 경험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시스템, 이용 동기, ICT 활용능력, 강의만족도 간의 관계
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3.3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본 연구에선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제시된 연구내용

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를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4 자료 수집
설문은 2021년 04월 16일부터 04월 26일까지 

Naver Form(네이버 폼) 및 Sojump(問卷星)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수집했다. 총 355부를 배포하였
고 수거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배제하
여 330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3.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자료에 대해 SPSS 25.0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검증하였고, 각 요인구조를 확인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4. 실증 분석
4.1 표본의 통계적 특성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 Name Definition  References Questions

System 
characteristics

security The degree of feeling secure when using digital platform or that guarantee 
about the negative information leakage

G. H. Lee(2020)[13]
H. S. Yoon. (2011)[15] 6

convenience
The convenience of exchanging materials with using system anytime and 
anywhere, and the degree of updating periodically for lecture related 

information.
S. Z. Li(2021)[16]

Teo et. al.(2003)[18] 
S. Y. Kim.(2010)[19]

6

simplicity
No difficulties when using the digital platform, how quickly user can be 
proficient of using system or the degree of more using the system, the 

more satisfying to use it.
Davis(1989)[8]

Park & Choi (2013)[21]
Kim et. al.(2017)[22]

6

Motivation for use
Users choose the media and contents which can satisfy their psychic 

needs, motivation or motivation of use, and gratify their internal or external 
desires with identifying their motivation.

C. H. Choi(2018)[23]
Z. J. Sun(2017)[26]

F. Liu(2021)[27]
6

ICT utilization ability The ability to handle computers, information equipment, multimedia, other 
application program, and etc.

Kennewell(2005)[29]
Lee et. al.(2002)[30]
J. K. Kim(2004)[32]

6

lecture satisfaction
The measure that influences continuous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tion by forwarding to professor who is estimating by analyzing the 
result of evaluation scientifically after attending the lecture. 

Elliott & Healy(2001)[33]
Keller(1983)[38]

Kurucay & Inan (2017)[39]
6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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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N=330) Frequency(%)
Gender Male 139(42.1)

Female 191(57.9)

Age
Under 20 11(3.3)
20-29 309(93.6)
30-39 8(2.4)

40 or higher 2(0.6)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124(37.6)

Foreigner 206(62.4)

 Learning 
Steps

 Language Training 4(1.2)
 Attending University 204(61.8)

 Attending Graduate School 122(37)

Used Device
 PC(Desktop) 58(17.6)

Laptop 184(55.8)
Cell phone 40(12.1)

Tablet 48(14.5)

Place

Home 283(85.8)
 School/University 17(5.2)

 Cafe 14(4.2)
 internet cafe 5(1.5)

 Office 11(3.3)
 Type of 
Online 
Lecture

 Real-time Online Lecture 252(76.4)
 Recorded Lecture 3(0.9)
 Mixed Lecture 75(22.7)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samples  

4.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

다.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
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
여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변수 사이 간의 관계 
구조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차원의 요인으로 묶어서 
변수들의 단순화하는 것이다[61].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
서는 모든 변수를 기준으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
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직각회전해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들 간에 밀
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즉, 일관성의 유무를 확인하여 설
문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정방법은 
Cronbach’s a의 통계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출된 
통계량이 0.60이상이면 측정문항들 간에 내적인 일관성
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0.8이상
이면 매우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4.2.1 독립변수의 요인 및 신뢰도분석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인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0.6) 기준으로 요인적재 
값이 0.6 미만일 문항은 삭제하였다. 다음 Table 3과 같
이 하위요인은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으로 추출되었다. 
표본적합도 KMO는 0.949로 나타나 적합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X2=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α

Factors 1:
Security

Under proceeding stably and generally .742

0.976 19.662 .850
Under protecting reliably through passwords .699
There are no cases of information leakage .692
The server is stable without down during the lecture .685
There is no concern with the virus or hacking .645

Factors 2:
Convenience

Convenient to use .756

9.358 22.940 .895
Using it whenever and wherever you want .739
Convenient to update lecture information periodically .717
Convenient to link with sites in university .664
Convenient to use data .654
Convenient to use the composition of screen and design .603

Factors 3:
Simplicity

Answers to questions are made conveniently .766
1.190 21.423 .841Easy to use the interface of user and system .734

Easy to understand the using words .662
Easy to use and get approach to system .639

KMO: 0.94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3625.029    p: .000***(df=153)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Syste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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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029, 유의확률은 p=.000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보
안성(0.850), 편리성(0.895), 용이성(0.841)으로 나타났
으며, 모두 측정항목들의 계수(Cronbach's alpha 값)가 
0.80 이상으로 매우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KMO 값이 0.852로 나타났기 때
문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에서 X2= 1122.767, 유의확률은 p=.000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이용 동기의 Cronbach’α 값은 0.889로 나타났
으며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4.2.2 조절변수, 종속변수의 요인 및 신뢰도분석 
조절변수인 ICT 활용능력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단일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KMO측도 값이 0.890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결과, X2=1074.539, p=.000로 유의미한 점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ICT 활용능력의 Cronbach’α 값은 
0.889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로 확인되었다. 

강의만족도를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
다. KMO측도 값이 0.904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1058.740, p=.000로 유의미한 점이 있음을 나
타냈다. 또한, 강의만족도의 Cronbach’α 값은 0.884로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α

ICT Utilization 
Ability

I know the online lecture system function well .789

3.933 65.549 .889
I have a lot of ability and experience of use .786
I have no trouble with using it .780
I have a high knowledge of major function and utilization .878
I have a high knowledge of boundary of use and limitation .853
I can use it without help or advice around .765

KMO: 0.89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074.539    p: .000***(df=15)

Table 5.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oderating Variabl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α

Motivation 
for use

Using the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times .793

3.876 64.607 .889
Using the system because the function is convenient .783
Using the system because it is enable to use while walking .715
Using the system because can study efficiently .856
Using the system due to newest technology .847
Using the system because it is helpful to get the information .821

KMO: 0.85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122.767    p: .000***(df=15)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otivation for us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Cronbach's α

Lecture 
Satisfaction 

Satisfied with the provided service .841

3.916 65.264 .884
I think it make positive impact on effect of lecture .868
It is wise to select online lecture system in Corona era .654
I think the time of online lecture is proper .810
Online lecture is more efficient than face-to-face lecture .802
Online lecture is organized systematically .854

KMO: 0.90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058.740    p: .000***(df=15)

Table 6.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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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높은 신뢰성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가설 검증 
4.3.1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검증을 위하여 차원 축소한 변수들의 연관성을 확

인하기 위해 각각 모든 변수에 대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보하였고, Table 7와 
같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시스템의 특성
의 하위요인인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과 시스템 이용 동
기, ICT 활용능력 및 강의만족도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모두 정(+)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0.2 이상과 0.8 이하
라는 기준에 부합하여 다중공선성에 관한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 1 2 3 4 5 6
1. Security 1
2. Convenience .706*** １
3. Simplicity .639*** .735*** １
4. Motivation for Use .559*** .642*** .603*** １
5. Lecture Satisfaction .594*** .701*** .668*** .796*** １
6. ICT Utilization Ability .564*** .607*** .655*** .620*** .636*** １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다. R2값이 0에서 1로 가까워질수록 유의한 의
미를 지니고, 변화 강도에 따라 t값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Table 8과 같이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F=132.455(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게 판단되었으며 수정된 R2=0.545로 
5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보안성(β=0.127, p=.020), 
편리성(β=0.390, p=.000), 용이성(β=0.300, p=.000)로 

모두 유의확률은 .05보다 작게 나타났고, 시스템 특성의 
모든 요인이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미
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중공
선성은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 값으로 사용하여 
VIF 값이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투입된 변수의 VIF값은 2.127, 2.737, 
2.320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1을 채택하였다.

가설 H2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 동기를 독립변수, 강
의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의 회
귀모형은 F값 검증(F=566.819, p<.001)을 통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된 R2값도 0.632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시스템 이용 동기가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투입된 변수의 
VIF값은 1.0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2도 채택되었다. 

4.3.2 조절효과의 검증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사이를 조절해 주는 변수이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조절변수를,  
모형 3에서는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투입하
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2단계의 R2값이 3단계 R2값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면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고 R2값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서 시스템의 특성이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ICT 활용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해 더빈 왓슨 통계량(Durbin-Watson Test)값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Test 값은 0~4사이의 값

Hypothesis path B SE β t p VIF Adoption 
status

H1-1 Security → Lecture Satisfaction 0.133 0.057 0.127 2.334 .020 2.127 Accept
H1-2 Convenience  → Lecture Satisfaction 0.433 0.068 0.390 6.347 .000 2.737 Accept
H1-3  Simplicity → Lecture Satisfaction 0.351 0.066 0.300 5.302 .000 2.320 Accept

R2 = .549    adj R2 = .545    F = 132.455***    p = .000    Durbin-Watson = 1.752
H2  Motivation for Use  → Lecture Satisfaction 0.838 0.035 0.796 23.808 .000 1.000 Accept

R2 = .633    adj R2 = .632    F = 566.819***    p = .000    Durbin-Watson = 1.81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Verification results for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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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으며, 2에 가까우면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회귀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는 1.724, 1.677, 
1.627로 나타났으며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분
석되었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첫째, 보안성이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ICT 활용능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²는 모형 1에서 0.353, 모형 2에서 0.486, 모형 
3에서 0.49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 모형
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025로 유의수준 .0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보안성(β=0.350, t=7.334)은 유
의했고(p<.001), 조절변수인 ICT 활용능력(β=0.463, 
t=9.504)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보안성과
의 상호작용항(β=0.092, t=2.25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5). 즉, ‘보안성 → 강의만족도’ 경로에서 ICT 
활용능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H3-1
이 채택되었다.

둘째, 편리성이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ICT 활용능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R²의 값이 모형 2와 모형 3 단계별 변화가 없어 조절
효과가 없으며 상호작용 변수인 경우 (t=-0.204, 
p=.838)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ICT 

활용능력은 시스템 특성 하위요인 편리성과 강의만족도
간 조절효과의 의미가 없어 가설 H3-2는 기각되었다. 

셋째, 용이성이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ICT 활용능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²의 값이 모형 1(0.446)보다 모형 2(0.515), 모형 
3(0.526)으로 갈수록 설명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3에서 유의확률 F변화량이 0.008로 신뢰수
준(p< .05이상)을 만족하여 95%의 신뢰도를 갖는다. 또
한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용이성(β=0.459, t=9.010)은 
유의했고(p<.001), 조절변수인 ICT 활용능력(β=0.361, 
t=7.109)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용이성과
의 상호작용항(β=0.106, t=2.668)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1). 결론적으로 ‘용이성→ 강의만족도’ 경로
에서 ICT 활용능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H3-3은 채택되었다.

4.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시스템의 특성 및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 ICT 활용

능력에서 각각의 변수와의 관계에 따라 가설H1과 가설 
H2는 상호관계를, 가설 H3에서는 조절효과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가설 H1의 시스템의 특성과 강의만족도간의 
상호관계는 편리성과 용이성이 강의만족도에서 강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보안성은 강의만족도에서 

Hypothesis path Step B SE β t S·P F
variation R2 ΔR2 F D-W Adoption 

status

H3-1 Factors 1:
Security

1 .674 .050 .594 13.375 .000 .353 .353 178.896***

1.627 Accept
2 .392 .055 .345 7.193 .000 .486 .133 154.320***

.501 .055 .441 9.182 .000

3
.398 .054 .350 7.334 .000

.493 .008 105.857***.526 .055 .463 9.504 .000
.092 .041 .092 2.254 .025

H3-2 Factors 2:
Convenience

1 .795 .045 .701 17.777 .000 .491 .491 316.037***

1.724 Reject
2 .565 .052 .498 10.800 .000 .561 .070 208.788***

.378 .052 .333 7.225 .000

3
.567 .053 .499 10.748 .000

.561 .000 138.798***.375 .055 .330 6.849 .000
-.008 .040 -.008 -.204 .838

H3-3 Factors 3:
Simplicity 

1 .758 .047 .668 16.264 .000 .446 .446 264.518***

1.677 Accept
2 .500 .058 .441 8.651 .000 .515 .069 173.715***

.394 .058 .347 6.808 .000

3
.521 .058 .459 9.010 .000

.526 .010 120.351***.410 .058 .361 7.109 .000
.109 .041 .106 2.66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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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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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용이성의 상호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
(+)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시스템의 특성의 모든 하위
요인이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강의 시스템의 특성이 잘 마련되고 좋을수록 학생
의 강의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인다. 따라서 가설 H1은 채
택되었다.

가설 H2에서는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이용 동기가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증
하였다. 강의만족도에 대한 이용 동기는 강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H2
는 채택이 되었다.

가설 H3은 시스템의 특성과 강의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ICT 활용능력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명력의 증감(ΔR2)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안성과 용이성
이 강의만족도와의 관계에선 ICT 활용능력에 따라 그 조
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편리성은 ICT 활용능력에 
의해 강의만족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설 H3은 부분채택 되었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우송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특성, 
이용 동기와 학생의 강의만족도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
추었다.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
미로서의 시스템 특성이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을 때, 조절 가능변수 중 ICT 활용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CT 활용
능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앞서 (이광현, 2020; 이수미, 
2003; 전수용·하규수, 2010; 이정우, 2018)들이 제시한 
시스템의 특성은 강의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이용 동기는 강의만족도 간의 관계에 강력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문적으로 같은 맥락을 띄고 
있다[13, 45, 49, 50].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이용 동기 
및 시스템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과 강의만족도
와의 관계를 고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ICT 활용능력을 조
절변수로 설정하여 단계별 회귀분석방법으로 그 조절효
과를 측정한 점이 선행논문과의 차별성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의 특성과 강의만족도의 관계에서 시스템
의 특성의 하위요인인 보안성, 편리성, 용이성 요인은 강
의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학습자들에게 강의 관
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학생들의 편리성
이 높아질수록 강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스템 편리성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강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강의에 대한 흥
미도가 낮아지며, 만족감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시스템 보안성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강의 시스템을 이
용할 때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학생 개개인의 정보의 
보안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
이 다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 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 동기와 강의만족도의 관계에
서 유의적이고, 정(+)적 영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용 동기가 강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용 동기가 뚜렷한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흥
미를 더 많이 느끼며 만족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선 시스템의 특성과 학생의 강의만족
도 간의 관계에서 ICT 활용능력에 의한 조절효과는 시스
템의 특성과 하위변수인 용이성 그리고 보안성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스템 활용 능력과 학습
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의 연
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
는데 필요한 시스템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강의 시스
템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ICT 활용능력이 낮아
지면 시스템의 보안성과 용이성을 느끼기 힘들면서 강의
만족도 역시 낮아질 것이다. 이에 더 높은 강의만족도를 
얻기 위해 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 차원에서는 IC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쉬운 접근과 이용은 물론 
시스템 성능 향상과 함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책을 설계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등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화 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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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이용 동기를 더 뚜렷하게 인식시켜

주면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ICT 활용능력과 비례하여 강의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
에, 개개인의 ICT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따라서 우송대학교가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CT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별
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우송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

기에 기존연구에서 보여준 결과와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이는 표본대상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의 차이에서 파
악할 수 있다. 이 밖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교수의 강의만족도는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교수의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과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과 ICT 활용능
력이 강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가 20~29세의 학생 위주
로 나타나 ICT 활용능력에 대한 연령별 연구 결과 확인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표본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ICT 활용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가 온라인 강의만족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적과 지리적 위치(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조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국적과 지리적 위치, 강의를 수강하는 장소 등의 
요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에 포함시켜 각 
요소별 상관관계와 차이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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