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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근로자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종업원 교

육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급속히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용 절감, 교육 시간의 유연한 활용, 공간적 격리의 극복

등의 장점이 있는 이러닝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 효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러닝에서 자기조절학습

(SRL)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 역량이 있다고 해서 이러닝의 성과가 반

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SRL전략과 전략실행 수단인 미래목표, 가상

역량, 조직학습 역량 간의 적합성이 있으면 이러닝의 성과가 향상되는지를 알아보았

다. SRL전략이 이러닝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SRL전략과 만족도

'와 ‘개인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의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사회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와 ‘개인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은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

하였다.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만족도 향상, 스킬 개

발)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외재적 미래목표는 개인적 SRL전략과 이러닝

의 성과(만족도 향상, 스킬 개발)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적 SRL전략

과 가상 역량의 상호작용 효과와 사회적 SRL전략과 가상 역량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

의하였다. 조직학습역량은 사회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개인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조

절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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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근로자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급속

한 기술혁신, 글로벌리제이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은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양적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경쟁 기업보다 신속, 정확하게 기

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을 습득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성공은 조직이나 개인의 신속한 학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

서 학습이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다. 기술과 소비자

니즈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는 오늘날의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

기 위해서는 기업과 종업원 모두 신속하고 적시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

력을 해야 한다. 기업에 있어서 지식 습득을 위한 전형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이 종업

원에 대한 교육이다. 종업원 교육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 급속히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Wan, Compeau, &

Haggerty., 2012). 그러나 필요한 지식의 폭과 깊이가 팽창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

통적인 집체교육방식으로써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그 대안으로 이러닝(e-learning,

E-learning)이 등장하였다. 이러닝은 비용 절감, 교육 시간의 유연한 활용, 공간적 격

리의 극복 등의 장점이 부각되어 급성장하면서 이러닝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으

나 기대한 만큼 효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러닝을 기술적인 측면

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러닝의 도입 초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

만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man-computer interface)해야 하는 이러닝의 운영상 특

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러

닝의 공급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하던 초기의 연구 흐름은 수요 측면도 포함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국 학습의 주체는 사람이므로 시간과 공

간을 극복한다는 기술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이 필요하다. 즉 이러닝 활동에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설계

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인간이므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즉 자기조절학습

(SRL: Self-regulated Learning) 역량을 갖춘 종업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심리

학 연구에서 출발한 개념인 SRL는 학생들이 학습할 때 스스로 초인지적으로, 동기적

으로, 행동적으로 참가하여 공부하는 능동적인 학습 형태다(Zimmerman, & Pons,

1986).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러닝에서 SRL의 역할은

크다. 이러닝에서는 개별 학습자가 단독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으로 즉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해야 그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인의 SRL

전략을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SRL전략의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Wan et al., 2012). SRL전략이 설정되면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

기 위한 수단이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각각 구축되어야 하고 SRL전략과 적합성을 유

지해야 한다. SRL전략의 실행수단으로서 첫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미래목

표(future goal)를 들 수 있다. 미래목표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내, 외재적 동기이론 관점에서 내재적 미래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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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미래목표로 구분된다(Lee, McInerney, Liem, & Ortiga, 2010). 사회, 가족, 직

업 지향 미래목표를 내재적 미래목표, 명성, 부자 지향 미래목표를 외재적 미래목표로

분류할 수 있다(문병상, 2011). 두 번째로 이러닝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인 이러닝은 정보통신기술에 대

한 지식과 숙달된 사용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사회적 SRL전략을 설정하면 가

상공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가상역량(virtual competence)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SRL전략이 이러닝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진일보하여 SRL전략을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으로 구분

하여 이러닝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경영전략 연구의 고전적

인 개념 틀인 'strategy-structure' 틀에 대입하여 SRL전략과 전략실행 수단인 미래

목표, 가상역량, 조직학습역량 등이 이러닝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

사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SRL전략과 전략 실행수단 간의 적합성이 있으면 이러

닝의 성과가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Venkatraman(1989)이 제

안한 적합성 개념 중 조절 개념을 적용하여 통계 분석을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러닝의 성과

국내의 이러닝 산업은 비용 절감, 교육 시간의 유연한 활용, 공간적 격리의 극복 등의

장점이 부각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의 2011년 규모는 총 2조 4,615

억원으로 2010년의 2조 2,243억원 대비 10.7% 증가하였고, 2004년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성장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

원, 2012). 2011년도 국내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율은 4.2%로 2010년에 비해 0.2% 상승

하였다. 전체 사업체에서의 이러닝 지출액은 2007년 7,596억원에서 2011년에는 전년 대

비 11.7% 증가한 1조 75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기업에서의 이러닝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주영주, 하영자, 최혜

리, 2011). 이러닝의 효과에 대하여 기술수용모델의 응용(권순동, 윤숙자, 2010), 이러닝

시스템의 특성(강순정, 이동철, 김형길, 2008; 장정주, 고일상, 정철, 2008) 등과 같은 기

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방법이 초기부터 주도를 했으나, 이러닝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주가 되는 새로운 환경이므로 포괄적인 합의를 정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학습의 주체는 사람이므로 개인적 특성이 이러닝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직적 지원이 직,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하다. 즉 이러닝의 공

급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하던 초기의 연구에서 이제는 수요 측면도 포함하는 방향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은 개방성과 유연성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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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학습 환경의 통제권이 상당 부분 학습자에게 넘겨지고 있다(권금주, 2010). 즉

웹기반의 학습은 교수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이 보다 독립적

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학습 과정을 진행해 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적 설계 측면의 연구에서 참여자 특성, 교수법, 심리 과정, 학

습 행동 등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과

정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Wan, Fang, Neufeld, 2007). 이러닝의 성과는 지금까지 주

로 인지적 성과인 개인의 학습 유효성, 정서적 성과인 만족도 향상으로써 측정되어 왔

다(Marks, Sibley, Arbaugh, 2005). 이러닝 연구가 주로 학교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스킬에 기반을 둔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드물었다(Wan et al., 2012).

2. SRL전략

SRL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요구를 규명하여 학습상황을 통제하려는 책임감을 감

당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합한 학습전략들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에게 고유

하고 의미 있는 학습 과정과 결과를 산출해내는 과정이다(Zimmerman, 1990). SRL을

하는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조직의 교육훈련 상황에서 학습의 성과가 더

높다. 왜냐하면 SRL을 하는 학습자는 학습을 체계적이고 통제 가능한 과정으로 인식

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Gravill & Compeau, 2008; Santhanam,

Sasidharan, Webster, 2008). 연구자마다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SRL에

대한 이론들에서 공통된 내용은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 나가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습 과정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사고, 감정, 행

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Boekaerts & Corno, 2005).

Zimmerman(2008)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SRL의 구성요인을 계획과 조직화의 초

인지적(metacognitive), 자기 평가와 자기 효능감의 동기적, 선택, 구조화 등의 행동적

측면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SRL전략은 자기조절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수행되는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Wan et al., 2012). 심리 과정으로서의 자기조절은 직접 조사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여 심리 상태를 해독할 수 있다. 교육학 연구

에서는 SRL전략을 설정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론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

다(Schunk, 1989; Zimmerman, 1986). 교육기관이나 기업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

방식보다 이러닝 상황에서는 SRL능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닝 과정은 더

많은 학습자 통제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주도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자

의 학습 성과가 더 높다(Santhanam et al., 2008). Gravill과 Compeau(2008)도 SRL전

략을 사용하면 이러닝의 성과가 더 높다고 발표하였다.

학습은 개별 학습자에 의해서보다 집단으로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Kraiger, 2008). 학습의 사회적 규범(social form)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학습자가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같은 위기를 회피할 수 있고 타인

의 도움을 통하는 경우가 혼자서만 학습하는 경우보다 학습의 효과가 더 높다(Wan

et al., 2012). 학습자는 자신뿐 아니라 동료, 교수자 등을 모두 다 포함하여 학습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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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Salovaara,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학

습을 하게 되면 정보 과부하, 고립 등과 같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Whipp &

Chiarelli, 2004; Zimmerman, 2008). Wan et al.(2012)는 SRL전략을 사회적 상호작용

을 포함하는 사회적 SRL전략과 포함하지 않는 개인적 SRL전략으로 분류하였다. 교

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러닝 상황에서는 사회적 SRL전략의 중

요성이 더 부각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여했다고

지각한 만큼 그 사람들에게 기여한다는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경제적 계약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보답을 받을 거라는

신념으로부터 실행이 된다(Gouldner, 1960). 여기에는 과거의 교환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trust)가 바탕이 된다. 사회적 SRL전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

은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도 앞으로 나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므로 가능하다.

반면 경제적 교환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제한 개인적 SRL전략은 추구할 것이다.

3. 조절변수

1) 미래목표

미래목표는 미래시간관점이론(future time perspective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가

정한다(문병상, 2012). 미래목표는 내재적, 외재적 미래목표로 나누어진다. 내재적 미래

목표는 물질적인 측면을 성취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을

향상시키며 다른 사람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어지며 외재적

미래목표는 돈, 이미지, 위신, 지위 등과 같이 물질적 소유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문병상, 2011). 미래목표는 SRL전략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내, 외재적 미래목표 간의 차이를 밝히지 않은 연구와 차이를 밝히려

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문병상, 2011). 내, 외재적 미래목표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

은 연구에서는 미래목표가 SRL전략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embenutty & Karabenick, 2004; Tabachnick, Miller. Relyea, 2008). 반면 내, 외

재적 미래목표 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내재적 미래목표가 외재적 미래목표보

다 SRL전략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Simons, Dewitte,

Lens, 2004; 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Deci, 2004). 양명희(2005)는 SRL

의 동기적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 성취가치 등과 같은 내재적 미래목표를 들고 있다.

미래목표와 SRL전략 간의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론, 목표지향성(goal orientation)이

론, 동기이론 등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내재적 미래목표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개

인적 성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므로 사회적 상호작용

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사회적 SRL전략을 추구한다. 목표지향성은 성과지향성과

학습지향성으로 구분되는데 성과지향적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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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성과가 우월하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 성공

하기를 원하며 학습지향적 인간은 새로운 스킬 개발과 학습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

(Dweck, 1986). 따라서 학습지향적 인간은 내재적 미래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사회적

SRL전략을 추구한다. 내재적 동기는 결과 때문에서가 아니고 과제 그 자체에 대한

흥미 때문에 과제에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외재적 동기보다 더 긍정적인 학습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낸다(조현철, 2011). 따라서 내재적 동기를 가진 인간은 미래목

표도 내재적 미래목표를 가지게 되고 사회적 SRL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2) 가상역량

이러닝은 기존 교육방식과는 달리 가상성(virtualness)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학습

환경(Piccoli, Ahmad, Ives, 2001)이므로, 학습자는 가상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어야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Wang과 Haggerty(2011)는 가상 환경에서의 개

인이 소유해야 하는 지식, 스킬, 능력(abilities) 등을 가상역량(virtual competence)이라

고 정의하였다. 가상역량은 가상 자기효능감(virtual self-efficacy), 가상 미디어 스킬

(virtual media skill), 가상 사회적 스킬(virtual social skill)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

상 자기효능감은 기술이 매개하는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컴퓨터(computer)자기효능감과 원격작업

(remote work)자기효능감으로 양분할 수 있다(Wang & Haggerty, 2009). 정보통신기

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것이 컴퓨터 자기효능감이다. 이격이 된 물리적, 시

간적 거리로 인하여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지식 공유가 부족하고 갈등 조정에서

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O'Leary & Cummings, 200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원격작업 자기효능감이다. 가상 미디어 스킬은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미디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스킬이다(Wang & Haggerty, 2009). 대면 접촉

위주의 물리적 공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스킬이 가상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스킬과 가상 사회적 스킬이 구별되는 것

이다(서아영, 신경식, 2012). 가상역량이 이러닝의 효과와 학습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있으나(Wang & Haggerty, 2009), 가상역량이 어떠한 메커니즘

으로 이러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Wan et al., 2012).

이러닝은 컴퓨터에 의하여 매개되는 학습 방식이므로 이러닝 기술을 충실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구성원은 이러닝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Gupta & Bostrom, 2009). 사

회인식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가상역량은 SRL전략을 채택하고 실행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학습의 성과도 영향을 받는다. 즉 가상역량이 우월한

종업원은 이러한 이러닝 기술의 사용에 숙달이 되어 있으므로 학습 노력을 투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난관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Wan et al., 2012). 가상역량이 각각의 SRL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다

(Wan et al., 2012). 가상역량이 우수한 종업원은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만을 실

행하는 개인적 SRL전략에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상역량이 우수한 종

업원은 이러닝 환경에서 개인적 SRL전략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한다(Whi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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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relli, 2004). 예를 들면 가상역량이 우수한 종업원은 성공적인 학습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써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적 SRL전략도 개인의 가

상역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가상역량에는 기술적인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포함되므로(Wang & Haggerty, 2009), 가상 공간에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

는 역량인 가상 사회적 스킬은 개인 학습과정에서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가상역량이 부족하면 사회적 SRL전략을 실행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Wan et

al., 2012).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하면 SRL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지원

(assistance)을 모색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가상역량이 우수한

종업원은 이러닝 환경에서 사회적 SRL전략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한다.

3) 조직학습 역량

조직에서의 학습에 관한 논의는 학습조직 관점과 조직학습 관점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학습조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초로 학습조직을 제안한

Senge(1990)는 학습조직을 “조직구성원들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능력을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괄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며 집단적 열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학습은 이러한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므로 학습조직은 조직학습의 결과 존재하게 되는 조직이다(Sun, 2003), 두 관점 간

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조직학습역량을 조직구성원에 의한 지속적인 학습과정의 결과

물로서 조직이 보유한 현재의 학습역량(Teo, Wang, Wei, Sia, Lee, 2006)으로 정의하면,

이는 학습조직 관점과 조직학습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Chiva & Alegre, 2009).

기본적으로 조직은 개별 구성원을 통해서 학습하지만 조직학습이 개인학습의 단순한

합은 아니다(Argyris & Schön, 1996). 조직학습은 지식이 창조, 분배, 전달되고 그 타당

성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전략이나 경영에 통합이 되는 과정이므로(Kim,

1998), 조직학습역량이 개인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념의 변화나 유지

로 구축이 되는 개인의 정신모형(mental model)은 조직의 공유된 정신모형과 상호작용

을 하면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Kim, 1993). 조직학습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Chiva, Alegre, Lapiedra, 2007). 전자는

학습을 개인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조직은 개인을 통하여 학습한다고 보며(Huber,

1991), 후자는 학습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 공동체나 집단을 통하여 조직이 학습한다

(Brown & Duguid, 1991). 개인과 사회 중 어느 관점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학습전략이 설정이 되며, 이는 SRL전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hiva

et al.(2007)는 조직학습역량을 실험(experimentation), 위험 감수(risk taking), 외부환경

과의 상호작용, 대화(dialogue), 참여적 의사결정 등 5가지로 정리하였다. 실험은 가장

중요한 조직학습 구성요인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작업공정 변화를 실현하

는 것이며(Nevis, DiBella, Gould, 1995), 대화는 일상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 가정

등에 관한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탐구(collective inquiry)로 정의한다(Isaacs, 1993).

학습조직은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구성원을 지지하는 데 가장 적합 조

직 형태다(Pedler, Burgoyne, Boydell, 1991). SRL역량이 우수한 종업원은 주인의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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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므로 조직학습역량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학습조직 내

에서 조직의 특성과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2)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Confessor & Kops, 1998). 첫

째 실패에 대한 인정, 도전에 대한 지지,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

정과 임파워먼트가 작동된다. 셋째 협동과 팀워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된다. 넷째 개인

들의 학습을 위한 기회와 환경이 부여된다. Yang et al.(2004)는 개인 수준의 학습조직활

동(지속적 학습, 탐구와 대화, 협동과 팀 학습, 임파워먼트), 조직 수준의 학습조직활동

(지식 공유, 환경과의 연계, 학습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 조직 성과 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 수준의 학습조직활동이 조직 수준의 학습조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조직 지식의 획득이나 조직 성과 향상이 이루어진다.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높은 구

성원은 자유롭고 빈번하게 동료들과 정보를 배분하고 적극적으로 학습 조직을 구축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종업원일수록 정보 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공식, 비공식 커뮤

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다(Ho, 2008).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개인은 상호작용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다(Rowland & Volet, 1996). 요약하면 SRL역량이 우수한 종업원은 소속하고 있는 기업

의 조직학습역량이 우수한 경우에는 학습의 성과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의 설계

SRL전략, 미래목표, 가상역량, 조직학습역량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련

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향의 방향까지 고려하면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많은

연구들이 변수 간의 이러한 풍부한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방향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한다(Wan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도 이러한 접근법을 따라 SRL전략, 미래목표, 가상역량, 조직학습역량, 이러닝 성과

간의 일방향적 관련성을 가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1. 가설의 설정

1) SRL전략과 이러닝 성과 간의 관계

다양한 SRL전략에 대하여 알고 있고 SRL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해

낸다면 학습의 성과는 비례적으로 향상되므로 SRL전략과 학업 성취 간에는 정(+)의

2)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요구를 파악, 학습 목

표를 설정, 학습 자원을 선택, 적합한 학습전략을 채택,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학습이라고 정의

하였다.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조절 학습은 이론적으로 상이한 배경에서 발전해 왔으나 학습자를 

능동적, 주도적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이나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는 인지 및 메타인지 요인, 동

기 요인, 행동 요인 등도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진영은·이진

욱, 2007). Loyens, Magda, Rikers(2008)는 SDL이 SRL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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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Zimmerman & Pons, 1986). SRL을 하는 학생은 어떤 특성의 코스를 수

강하더라도 학습 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자도 있지만(Zimmerman, Bandura, Pons,

1992), 학습의 성과는 학습자가 이러한 SRL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

는가에 달려 있다는 연구자도 있다(Schunk & Ertmer, 1999).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RL전략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결과는 가져오며 SRL능력(역량)은

일반 능력(역량)과는 독립적으로 학업 성취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있을 정도로(권금주, 2010),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학습 상황과는 달리 이러닝의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을 주도하고

그 책임도 자신이 부담한다. 이러닝에서는 동료 간의 경쟁 압박감이나 교수자의 엄정

한 감독이 없기 때문에 SRL전략을 추구하는 학습자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한다

(Hodges, 2005).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환경에서는 SRL전략을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SRL전략이 웹기반 환경에서 학습 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기

업의 이러닝 환경에서는 이러닝 과정은 더 많은 학습자 통제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주

도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자의 학습 성과가 더 높으며(Santhanam et

al., 2008), Gravill과 Compeau(2008)도 SRL전략을 사용하면 이러닝의 성과가 더 높다

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과 전장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1 : 개인적 SRL전략은 이러닝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 사회적 SRL전략은 이러닝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조절효과

미래목표의 설정이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 정보처리수준, 지속성,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미친다. 미래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학생들은 미래와 현재 간의

관련성을 모르는 학생보다 학습 동기와 지속성이 높다(Simons et al., 2004). 학교 상황

에서 수립이 된 이러한 논리를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미래목표가 설정이 된 개인 학

습자일수록 이러닝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며, SRL전략을 설정한 학습자가 미래목표 설정

이 되어 있으면 이러닝의 성과가 더 향상될 것이다. SRL전략과 미래목표 간에는 관련성

이 있다는 연구(Bembenutty & Karabenick, 2004; Tabachnick et al., 2008)와 SRL전략

과 내재적 미래목표 간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Simon et al., 2004; Vansteenkiste et

al., 2004)를 종합하면 SRL전략을 설정한 학습자는 내재적 미래목표를 강조할 거라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RL전략을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없다. 전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사회적

교환이론, 목표지향성이론, 동기이론 등에 의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1 : 외재적 미래목표는 개인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정(+)

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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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정(+)

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가상역량이 이러닝의 효과와 학습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있으

나(Wang & Haggerty, 2009), 가상역량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러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Wan et al., 2012). 가상역량을 SRL전략의 실행수단

으로 본다면 SRL전략, 가상역량, 이러닝의 성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역량에는 기술적인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포함되므로(Wang &

Haggerty, 2009), 가상역량은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에 모두 관련성이 있다.

가설 3-1 : 가상역량은 개인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가설 3-2 : 가상역량은 사회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학습조직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학습 기회를 발견

하고 조성하여 개인의 정보를 조직의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다(Nonaka & Konnon,

1998). 개인이 조직의 지식 베이스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

는가에 달려 있다(Confessor & Kops, 1998). 학습조직이란 자율적인 구성원을 전제로 하

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적합한 조직이며(Yang et al.,

2004), SRL은 반응적(reactive)라기보다는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선택, 실행하며

자기 감시(monitoring)하는 사전적(proactive)인 과정이므로(Zimmerman, 1990), SRL역량

이 우수한 사람은 학습조직에 적합한 유형의 인적 자원이다.

가설 4-1 : 조직학습역량은 개인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가설 4-2 : 조직학습역량은 사회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SRL전략을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으로 분류한 최초로 연구자는 Wan

et al.(2012)인데, 이후 관련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n et al.(2012)가

개발한 설문 항목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SRL전략은 9개 항목(자기 평가, 조직화 및 변

형, 목표 설정과 계획화, 정보 탐색, 기록 유지와 감시, 환경 구조화, 자기결과화, 암송

과 기억화, 리뷰)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SRL전략은 6개 항목(동료 지원 요청, 교수자

지원 요청, 관리자 지원 요청, IT 전문가 지원 요청, 사회적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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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목표는 Lee et al.(2010)의 미래목표 검사 항목을 수정한 문병상(2011)의 설문

항목 중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명성, 부, 직업, 사회, 가족). 가상역량은 Wan

et al.(2012)가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개발한 5항목의 컴퓨터 자기효능감, 4항목의 원격

작업 자기효능감, 5항목의 가상 미디어 스킬, 4항목의 가상 사회적 스킬 등 네 가지를

측정하는 설문 항목을 이용하였다. 조직학습역량은 Chiva et al.(2007)의 설문 항목 중

Confessor와 Kops(1998)가 학습조직과 자기주도학습에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언급한,

실험(Experimentation), 위험 감수,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3요인만 선택하였다. 실험 2

항목(아이디어 창출시 지지, 아이디어 창출 적극성), 위험감수 2항목(위험부담 권장, 미

지 영역에 도전), 참여적 의사결정 3항목(부하를 중요 의사결정에 포함, 종업원 의사가

정책에 반영, 회사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느낌) 등이다. 이러닝의 성과는 기존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를 Alavi 등(1995)의 4개 설문 항목으

로써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Wan et al.(2012)과 Wang과 Haggerty(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좌에 특유한 스킬에 기반을 둔 성과를 측정하는 3개의 설문

항목을 이용하고 모두에 교육 이전에 비해 교육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사는 내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한다, 내 동료보다 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의 커뮤니케이션은 성과가 좋아졌다. 통제변

수로는 성, 연령, 교육 수준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성인교육에 관련한 연

구에서는 성, 연령, 교육 수준이 중요하기(Brown, 2001) 때문이다.

2) 표본선택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의 회원사 중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65개 회사이다. 연구자가 랜덤하게 정한 순서에 따라 해당 회사들의 사이트를 방문하

여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 혹은 방문을 하여

수강생에 대한 순수 연구 목적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수강생 주소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지를 문의하였다. 그 결과 자료 제공을 수락한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전문 직무 관련

강좌는 제외하고 경영일반 강좌 중 동질성을 가지면서 비교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강좌

를 선택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강좌의 마지막 꼭지는 커뮤니게이션 기법을 실천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속 변수에 스킬 개발도 포함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에 따른 성과 측정은 교육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것으

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2월1일부터 2달 간 설문지 배부 및

회수를 하였다. 단, 수강자들의 학습 기간이 다를 것이므로 수강시기와 측정시점 간의

기간이 수강자마다 차이가 나면서 발생하는 수강자들의 이러닝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회수가 된 설문지는 총 212부로서 그 중 최소한 두 변

수의 모든 측정 항목에 동일한 마킹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2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대상자들의 남녀 성별을 보면, 전체 표본 중 남자가 175

명(86.7%), 여자는 27명(13.3%)이었다. 연령은 20대가 43명(21.3%), 35세 이하인 30대 초

반이 89명(44.1%), 30대 후반이 53명(26.2%)로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연령과 유사

하게 직급별 비율은 사원급이 31명, 대리급 85명, 과장급 48명, 차장급 22명이었다.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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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SRL-P VC-RE VC-CE SRL-S OLC-P VC-SS FG-E FG-I OLC-E VC-MS

SRL1 .698 .039 .203 .260 .221 .109 .093 .157 .264 .055

SRL2 .861 .024 .363 .098 .049 .045 .139 .051 .237 .019

SRL3 .708 .125 .256 .004 .234 .143 .117 .246 .021 .015

SRL5 .643 .285 .331 .017 .038 .390 .150 .110 .104 .035

SRL7 .637 .149 .043 .143 .046 .097 .368 .210 .280 .155

SRL8 .757 .366 .347 .263 .132 .077 .206 .002 .147 .084

SRL9 .793 .371 .129 .306 .019 .260 .085 .095 .020 .076

SRL10 .287 .416 .144 .814 .057 .141 .149 .034 .320 .067

SRL11 .264 .012 .442 .729 .145 .164 .089 .150 .260 .046

SRL12 .381 .393 .168 .873 .029 .046 .120 .223 .367 .094

SRL13 .055 .060 .143 .636 .035 .058 .018 .027 .075 .136

SRL14 .410 .300 .229 .683 .099 .385 .205 .020 .074 .013

SRL15 .262 .366 .104 .664 .135 .103 .369 .161 .125 .301

VC1 .194 .248 .757 .072 .113 .138 .290 .152 .064 .064

VC2 .277 .037 .787 .145 .005 .137 .078 .168 .090 .183

VC3 .380 .149 .756 .176 .020 .164 .076 .073 .117 .058

VC4 -038 .194 .750 .115 .333 .252 .068 .133 .034 .135

VC5 .061 .177 .675 .077 .036 .269 .005 .069 .089 .048

VC6 .031 .804 .121 .125 .131 .041 .361 .025 .045 .038

VC7 .368 .716 .122 .112 .049 .174 .178 .246 .020 .019

VC8 .057 .775 .386 .080 .087 .135 .166 .055 .217 .099

VC9 .188 .676 .138 .350 .103 .094 .361 .043 .074 .013

(표 계속)

<표 Ⅳ-1>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은 고졸이하 14명(6.9%), 전문대졸업 31명(15.3%), 대학졸업 131명(64.9%), 대학원 졸업

21명(10.4%)이었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21.0’ 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실증분석의 결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성과변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인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 요인으로 축

소하며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요인 분석에서는

최초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고, 요인을 회전시키는 방법은

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인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인적 SRL전

략에서는 ‘정보 탐색’과 ‘환경구조화‘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5 이상 되는 요인이 없어

제외하였다. 조직학습역량에서는 실험 2항목과 위험감수 2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결

집이 되었다. <표 Ⅳ-1>은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이러닝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래목표, 가상 역량, 조직학습 역량의 조절 효과

- 61 -

요  인

SRL-P VC-RE VC-CE SRL-S OLC-P VC-SS FG-E FG-I OLC-E VC-MS

VC10 .094 .260 .056 .010 .049 .030 .054 .087 .064 .697

VC11 .192 .245 .235 .076 .123 .124 .230 .262 .039 .785

VC12 .331 .269 .132 .405 .021 .194 .087 .208 .223 .747

VC13 .014 .088 .105 .009 .214 .082 .020 .295 .118 .633

VC14 .078 .145 .285 .004 .129 .249 .004 .096 .042 .753

VC15 .128 .049 .159 .185 .004 .823 .039 .161 .020 .037

VC16 .029 .228 .400 .263 .117 .713 .184 .271 .290 .050

VC17 .426 .379 .320 .260 .090 .679 .201 .261 .192 .015

VC18 .152 .442 .214 .114 .036 .622 .287 .025 .235 .024

FG1 .331 .269 .132 .405 .021 .194 .708 .087 .108 .202

FG2 .058 .095 .136 .079 .128 .025 .858 .057 .083 .136

FG3 .352 .372 .096 .249 .194 .064 .115 .726 .018 .084

FG4 .375 .034 .140 .069 .077 .120 .010 .814 .076 .026

FG5 .282 .271 .274 .216 .340 .018 .039 .694 .036 .106

OLC1 .086 .110 .079 .249 .032 .227 .003 .004 .743 .101

OLC2 .311 .249 .336 .239 .007 .012 .021 .182 .666 .070

OLC3 .262 .366 .104 .136 .103 .369 .161 .019 .605 .087

OLC4 .075 .260 .056 .010 ,049 .030 .054 .087 .702 .021

OLC5 .014 .088 .105 .009 .813 .083 .020 .293 .066 .047

OLC6 .077 .147 .385 .003 .729 .129 .249 .004 .151 .165

OLC7 .160 .168 .032 .038 .873 .078 .106 .095 .129 .005

아이겐값 7.616 5.884 5.247 4.492 3.098 2.325 1.897 1.847 1.765 1.733

분산비율 16.924 13.075 11.660 9.983 6.884 5.167 4.215 4.104 3.922 3.851

누적비율 16.924 29.999 41.658 51.641 58.525 63.692 67.907 72.011 75.933 79.784

주) SRL: SRL전략 VC: 가상역량 FG; 미래목표 OLC; 조직학습역량

모두 10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분산비율은 79.78%였다. 종속 변수도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누적분산비율은 71.0%였다. 또한 변수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동일 요인으로 결집된 설문 항목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Cronbach’ α 계수 값을 구한 결과

<표 Ⅳ-2>와 같이 모든 변수가 0.7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 수 항목 수 Cronbach’ α

독립변수 SRL전략
개인적 7 .829

사회적 6 .823

조절변수

가상역량

컴퓨터 자기효능감 5 .810

원격작업 자기효능감 4 .836

미디어스킬 5 .868

사회적 스킬 4 .802

미래목표
외재적 2 .827

내재적 3 .833

조직학습역량
실험과 위험감수 4 .838

참여적 의사결정 3 .812

종속변수 이러닝 성과
학습자 만족도 향상 4 .837

스킬 개발 3 .811

<표 Ⅳ-2>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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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표 Ⅳ-3>에 요약

하였다. SRL전략과 이러닝 성과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

고 특히 개인적 SRL전략과 기술 개발(이러닝 성과), 사회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이

러닝 성과)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가상역량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적 SRL전

략보다는 사회적 SRL전략이 대체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래목표의 경

우도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적 SRL전략과, 외재적 미래목표는 개인적 SRL전략과 유

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직학습역량도 사회적 SRL전략이 개인적 SRL전략보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가상역량과 이러닝

성과 간에도 일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미래목표도 일부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직학습역량은 이러닝 성과와 상관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조직학습역량이 이러닝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닝의 성과 변수도 만족도 향상과 스킬 개발 간의 1% 유의

수준에서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닝 수강 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제고되어 집중이 잘되고 그 결과 기술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기술 향상이 되니까 역으로 이러닝 수업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VIF

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7 이하여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SRL-P(1) 1.000

SRL-S(2) .398* 1.000

가상역량1(3) .541** .354* 1.000

가상역량2(4) .545** .482* .582** 1.000

가상역량3(5) .421* .500** .411* .338* 1.000

가상역량4(6) .225 .612** .370* .388 .597** 1.000

미래목표-외(7) .308* .227 .498* .462* .182 .286 1.000

미래목표-내(8) .264 .429* .568** .391* .159 .291 .249 1.000

OLC-실험(9) .279* .321* .456* .362* .389* .321 .323 .499** 1.000

OLC-참여(10) .262 .456** .262 .197 .522** .408* .401* .495** .494** 1.000

성과-만족(11) .400* .532** .365 .452* .392 .512** .368 .466* .369 .324 1.000

성과-스킬(12) .498** .478* .502** .400 .421* .385 .453* .401 .398 .301 .569** 1.000

*p<0.05, **p<0.01

<표 Ⅳ-3>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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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SRL전략이 이러닝 성과에 미치는 영향

SRL전략이 이러닝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각각 만족도

향상과 스킬 개발로 입력하여 다중회귀분석을 2번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Ⅳ-4>에

요약하였다. 개인적 SRL전략 1단위 증가할 때 만족도 향상과 스킬 개발이 각각 0.20

단위와 0.288단위 증가하였다. 사회적 SRL전략 1단위 증가할 때 개인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과 스킬 개발이 각각 0.306단위와 0.252단위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는 '사회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과 ‘개인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의 두

가지였다. '사회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와 ‘개인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은 통계

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은 P<0.10으로 기준을 완

화하면 채택이 될 수준이지만 ‘개인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은 유의수준이 아주 낮

았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SRL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러닝의 성과에도

우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Hodges(2005), Santhanam et al.(2008),

Gravill과 Compeau(2008) 등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SRL전략이 학업

성취나 이러닝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본 연구처럼 SRL전

략을 이분하여 측정하면 이전 결론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

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이 된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베타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만족도 향상

(상수) 8.623 0.017

개인적 SRL전략 0.210 2.256 0.102 0.284 3.523

사회적 SRL전략 0.306 4.258 0.018 0.529 1.892

스킬 개발 

(상수) 7.632 0.021

개인적 SRL전략 0.288 3.882 0.041 0.471 2.125 

사회적 SRL전략 0.252 3.423 0.075 0.381 2.623

<표 Ⅳ-4> 가설 1의 검증

 

2) 가설 2의 검증: 미래목표의 조절 효과

가설 2는 외재적 미래목표는 개인적 SRL전략과,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적 SRL전

략과 적합성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SRL전략만을 독립변수로 입력하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

인 SRL전략과 조절 변수인 외재적 미래목표와 내재적 미래목표를 동시에 입력하고

모형 3에서 모형 6까지는 SRL전략과 미래목표의 상호작용항을 차례로 입력한다. 종

속변수가 두 개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종속변수별로 수행한다. 만족도 향상과 스킬 개

발 모두 모형 1에서 4까지의 설명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5와 모형 6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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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향상)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개인적SRL전략 0.210 0.151

사회적SRL전략 0.306* 0.274**

외재미래목표① 0.182

내재미래목표② 0.224

사회적SRL전략×② 0.228**

개인적SRL전략×① 0.215*

사회적SRL전략×① 0.123

개인적SRL전략×② 0.165

R2 0.212* 0.248** 0.285* 0.305* 0.316 0.328

△R2 0.036 0.037 0.020 0.011 0.012

F 15.240 14.370 12.456 11.302 10.205 7.365
*p<0.05, **p<0.01

<표 Ⅳ-5> 가설 2의 검증(1); 만족도 향상

<표 Ⅳ-5>와 <표 Ⅳ-6>은 가설 2의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내재 미래목표를 강조하고 사회적 SRL전략을 채택하는 종업원은

개인적 SRL전략을 채택하는 종업원보다 이러닝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높다. 이는 스킬 개

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외재적 미래목표는 개인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과의 관계를 조

절하는 역할을 하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역시 스킬 개발에서도 동

일한 결론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SRL전략과 미래목표 간 관련성이 있거나 미래목표를 세

분화하여 내재적 미래목표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히고 있으나(Bembenutty

& Karabenick, 2004; Tabachnick et al., 2008; Simon et al., 2004; Vansteenkiste et al.,

2004), SRL전략을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으로 구분하여 미래목표와의 관련성

을 연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 2는 채택이 된다.

(스킬 개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개인적SRL전략 0.288* 0.271**

사회적SRL전략 0.252 0.232

외재미래목표① 0.209

내재미래목표② 0.181

사회적SRL전략×② 0.217**

개인적SRL전략×① 0.204*

사회적SRL전략×① 0.133

개인적SRL전략×② 0.101

R2 0.201* 0.240** 0.273* 0.291* 0.300 0.305

△R2 0.039 0.031 0.018 0.009 0.005

F 14.321 13.450 12.155 11.111 10.398 8.236
*p<0.05, **p<0.01

<표 Ⅳ-6> 가설 2의 검증(2); 스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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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의 검증: 가상역량의 조절 효과

가설 3은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조사하

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역량으로서 4개의 요인을 추출했으나 가설 검증을 위

해서 4개 요인의 평균값을 모형에 입력한다. 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SRL전략만을 독립변수로 입력하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SRL전략과 조절 변수인 가상역량을 동시에 입력하고 모형 3은 가상역량과

개인적 SRL전략의 상호작용항을 입력하고 모형 4는 가상역량과 사회적 SRL전략의 상

호작용항을 입력한다. 종속변수가 두 개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종속변수별로 수행한다.

만족도 향상과 스킬 개발 모두 모형 1에서 4까지의 설명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성과를 만족도 향상으로 입력한 <표 Ⅳ-7>의 보면, 모형 3에서 개인적

SRL전략과 가상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입력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4에서 사회적 SRL전략과 가상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입력한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역량에는 기술적인 요인뿐 아니라 사회

적 요인도 포함되므로, 가상역량은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에 모두 관련

성이 있다. <표 Ⅳ-7>을 분석하면 가상역량은 개인적 SRL전략보다는 사회적 SRL전

략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닝 성과를 스킬 개발로 입력한 결과인 <표

Ⅳ-8>에서도 <표 Ⅳ-7>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따라서 가설 3은 채택이 된다. 추

가적으로 가상역량의 세부 변수 수준에서의 분석도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

(만족도 향상)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개인적SRL전략① 0.210 0.275**

사회적SRL전략② 0.306* 0.302**

가상역량 0.236*

가상역량×① 0.261*

가상역량×② 0.258**

R2 0.212* 0.246** 0.314* 0.391**

△R2 0.034 0.068 0.077

F 15.240 18.218 15.222 9.225
*p<0.05, **p<0.01

<표 Ⅳ-7> 가설 3의 검증(1); 만족도 향상

(스킬 개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개인적SRL전략① 0.288* 0.284**

사회적SRL전략② 0.252 0.301**

가상역량 0.224*

가상역량×① 0.265*

가상역량×② 0.288**

R2 0.201* 0.233** 0.297* 0.369**

△R2 0.032 0.064 0.072

F 14.321 16.938 14.423 8.563
*p<0.05, **p<0.01

<표 Ⅳ-8> 가설 3의 검증(2); 스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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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4의 검증: 조직학습역량의 조절 효과

가설 4는 조직학습역량은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형 1에서는 SRL전략만을 독립변수로 입력하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SRL전략과

조절 변수인 조직학습역량을 모형 3에서 모형 6까지는 SRL전략과 조직학습역량의 상

호작용항을 차례로 입력한다. 종속변수가 두 개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종속변수별로

수행한다. 만족도 향상에서는 모형 1에서 3까지의 설명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스킬 개발에서는 모형 1에서 4까지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와 모형 6

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와 <표 Ⅳ-10>에서 보면, 조직학습역량은 사회적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개인적 SRL전략과 이러닝

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이 되지만 가설 4-2는 채택이 된다.

(만족도 향상)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개인적SRL전략 0.210 0.141

사회적SRL전략 0.306* 0.255*

실험① 0.233

참여② 0.198

사회적SRL전략×① 0.285**

사회적SRL전략×② 0.277*

개인적SRL전략×① 0.168

개인적SRL전략×② 0.145

R2 0.212* 0.267* 0.300** 0.305 0.355 0.423

△R2 0.055 0.033 0.005 0.050 0.068

F 15.240 13.570 12.223 11.365 10.025 8.236
*p<0.05, **p<0.01

<표 Ⅳ-9> 가설 4의 검증(1); 만족도 향상

(스킬 개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개인적SRL전략 0.288* 0.195*

사회적SRL전략 0.252 0.153

실험① 0.168

참여② 0.188

사회적SRL전략×① 0.277*

사회적SRL전략×② 0.266*

개인적SRL전략×① 0.194

개인적SRL전략×② 0.156

R2 0.201* 0.229* 0.261** 0.300* 0,346 0.387

△R2 0.028 0.032 0.039 0.046 0.041

F 14.321 12.897 11.236 10.896 9.236 7.263
*p<0.05, **p<0.01

<표 Ⅳ-10> 가설 4의 검증(2); 스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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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식기반관점에서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 능력이 있는 종업원이 필요하다. 격

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식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조직

의 성공은 조직과 개인의 신속한 학습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인간이므로, 기업이 급변하

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신속하게 재무장(retool)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저항이 없는 종업원이 필요하다(Ho, 2008). 즉 학습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서는 학습의 주체가 사람이므로 SRL역량을 갖춘 종업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러닝에서 자기조절학습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SRL역량이 있다

고 해서 이러닝의 성과가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자신의 미래목표를 적절하

게 설정해야 하고 가상역량도 구비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도 조직학습역량이 있어야 학습하

는 종업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RL전략을 개인적 SRL전략과 사회적 SRL전략으로

구분하여 이러닝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SRL전략과 전략 실행수단인 미래목표, 가

상역량, 조직학습역량 간의 적합성이 있으면 이러닝의 성과가 향상되는지를 알아보았다.

SRL전략이 이러닝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

상’과 ‘개인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의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사회적

SRL전략과 스킬 개발’와 ‘개인적 SRL전략과 만족도 향상’은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

다. 가설 2는 외재적 미래목표는 개인적 SRL전략과, 내재적 미래목표는 사회적 SRL전략

과 적합성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가설 3은 SRL전략과 이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조사

하는 내용이다. 개인적 SRL전략과 가상역량의 상호작용 효과와 사회적 SRL전략과 가상

역량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학습역량은 사회적 SRL전략과 이

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개인적 SRL전략과 이

러닝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러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SRL전략을 개인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으

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이론과 실

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러닝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개인

적 요인, 조직적 지원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지식 발전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종업원의 자기조절학습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채용 단계부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종업원의

미래 목표가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적합해야 학습의 성과가 최대가 되므로 경영자는 미래

목표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래 목표도 충분히 가변적이므로 개인의 미래 목

표지만 조직의 목표에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을 경영자가 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IT literacy가 아닌 가상 역량의 개념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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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컴퓨터 조작을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셋

째 자기조절학습이라고 해도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되므로 조직

차원에서 사회적 교환이 가능하다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 수평적 의사결정 등을 조성해

야 한다. 개인이 학습한 지식을 조직의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학습역량을 구축

해야 한다. 넷째, 학습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만을 향상시켰다고 기업 전체의 성과가 향상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원을 투입해 향상을 시킨 요소는 다른 요소들이 동시에 향상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자원의 낭비가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자기조절학습역량이 우수한

종업원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조직 차원에서 개인의 미래 목표를 긍정적으로 유도를 하

고, 가상 역량 개발에도 지원을 해야 하며 조직 자체로서는 조직학습역량을 구축해야 한

다는 점을 경영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도 수준이 떨어지면 전체가 작동

이 안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적합성이란 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구성요

소들의 시차가 다르므로 적합성의 구체적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감안해야 한다. 100개의 변수가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 변수

의 수준이 순간적으로 변동이 되면 전체적인 적합 상태가 부적합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논의할 때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변수는 이러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극

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닝 시스템 괸련 변수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학습 동기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 상호교류, 상사지원, 학습문화, 전이기회 등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학습환경 변수들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설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닝을 실시하는

근본 목적은 이러닝으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의 현업에의 전이에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전이풍토나 전이기회 등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러닝의 경우에는 현업에

서의 지식 전이가 최우선의 목표가 되므로 근전이나 원전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점수이다. 연구

자와 응답자간의 충분한 면접을 통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셋째, 변수의 선택과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있으나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가설의 설정이나, 측정

도구의 선택 또는 개발이 간주관성을 확보하기가 힘이 든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직

학습역량의 경우 하위요인을 ‘학습조직과 자기주도학습에 공통되는 특징’으로 언급된

요인만을 선정한 점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넷째, 동등결과성(equifinalty) 개념을 적용하면 전략과 자원과 역량 간의 결정론적

인 관계보다는 다양한 설계 대안이 존재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주어진 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업들을 조

사하면 내부 메커니즘의 결합형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전략

과 전략실천수단이 모두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다. 일부 요소가 부족한 수준이더라도 대부분의 요소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시스템

의 내부일관성(system congruence)을 지니고 있으면 성과가 향상될 것이다. 세 변수

간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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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e-Learnig Outcome : Moderating Effect of Future Goal, 

Virt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Moon Shik Kim

A knowledge-based society, as we have today, makes knowledge most valuable

asset in companies. Environmental turbulence requires management to explore new

knowledge and exploit existing knowledge rapidly. For training and educating

employees to acquire fast-growing knowledge, companies invest more in

e-Learning. Self-regulated learner plays a pivotal role in e-Learning setting,

supported with future goal, virt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SRL) and e-Learning outcome,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future goal,

virt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RL strategy influences positively learner's satisfaction and

personal SRL strategy influences positively learner's skill development. Second,

intrinsic future goal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RL strategy and

e-Learning outcome(both satisfaction and skill development), while extrinsic future

goal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RL strategy and e-Learning

outcome(both satisfaction and skill development). Third, virtual compet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RL strategy and e-Learning outco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RL strategy and e-Learning outcome(both

satisfaction and skill development). Fourth,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RL strategy and e-Learning outcome,

while does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RL strategy and

e-Learning outcome.

Key words : Self-regulated Learning, Future Goal, Virt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e-Learnig out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