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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있다. 사이버교육은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학습만족도 주요 요인으로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학습태도의 적극성, 이용환경의 용이성, 조직의 지원정도’를 설정
하였다. 각 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심층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은 요인분석⋅독립표본 t검정⋅ANOVA분석⋅상관
분석⋅다중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내용구성의 타당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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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records 
management cyber education that is opened and oper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s well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cyber education program. Cyber education 
consisted of an introductory course, an intensive course, and a liberal arts course. As 
the major factors for learning satisfaction, “validity of content structur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learners, learning motivation, active learning attitude, ease of 
use environment, and level of organizational support” were set.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urriculum of each cours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107 institutions with specialized records management personnel, 
and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he survey analysis consisted 
of facto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satisfaction were found in the order of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learners, 
learning motivation, and validity of cont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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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위 법률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채용이 본격화 되었다. 기록관리 교육

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제약과 한계점을 극복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교육센터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

한 법률 제9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가기록

원, 202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구루미),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라배움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은 각급 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

로 2008년에 1개 강의를 시작해서 2021년1) 현재 10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한해 사이버교육 이수인원이 

총 72,676명으로 매년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기록물관리 사이버교육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강은비 외, 2015, 53-78). 한편, 국가기록원은 집합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2018년 현업적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8명의 응답을 수거하였다. 2014년 설문조사

와 비교하여 2018년 설문조사에서 교육만족도와 업무수행능력의 향상도는 높은 반면, 업무적용도와 결과 활용도

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 교육만족도가 높은지

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이버교육이 단독 연구주제로써 다루어지거나 학습만

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수행과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고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의 교육 품질을 강화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학습만족도를 증

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 각 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 ｢2021년 교육부 기록관리 기본계획(안)｣은 ｢공공기록물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근거하여 직종별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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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사이버교육과 학습만족도

2.1.1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은 1990년대 중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등장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비대면으로 동영상, 음성, 문서를 통해 교수⋅학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시공

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이며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도 포함하여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용성중, 2020, 5). 기업교육⋅고등교육⋅계속교육 영역에서 이러닝, ICT활용교육이라

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사 개념으로는 온라인 교육, 웹기반교육, 원격교육이 있다(권성연 외, 2018, 

55-75, 94).

사이버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접근의 용이성, 학습내용의 최신성, 학습내용의 신뢰성, 개별학습의 지원, 상호작용

적 학습의 지원 등이 있으나 면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밀한 피드백과 전인교육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ZOOM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싱, SNS등을 활용한 피드백 지원을 

시도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송수연, 김한경, 2020, 1099-1126). 계속교육 영역의 

e-러닝은 모바일 기반의 교육 콘텐츠 설계⋅개발과 관련하여 학습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 연계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권성연 외, 2018, 55-76). 사이버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는 정보사회 취약계층의 교육복지와 계속교육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웨어러블 기기 활용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발달로 인한 산업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학습복지 체계 구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육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인숙 외, 

2020, 106).

2.1.2 학습만족도

1) 학습만족도의 정의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사이버교육,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K-MOOC, KOCW와 같은 원격 계속교육의 장이 

확대되면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학습만족도, 재이용의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송수연, 김한경, 2020, 1103). 

2020년 ZOOM, 구루미와 같은 실시간 원격 교육이 등장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자마다 

학습만족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비대면 교육의 학습 

만족의 준거로써 사용되는 주요 변수는 학습만족도, 지속적인 수강의향, 재이용의도, 자기효능감 등이 활용되고 

있다.

계속교육의 훈련 측정지표가 되는 ‘만족도 평가’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학습목표와 교육내용의 일치도, 

교육내용의 유익도, 강사의 전문성, 내용구성의 적절성, 강의환경, 교육기자재, 교육진행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욱, 이영민, 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97). 송수연, 김한경(2020, 1103)은 “학습만족도

는 사이버교육에서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습자의 학습 성과 측정지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습

자의 수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학습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는 학습만족도를 ‘학습자가 사이버교육 학습 환경에서 

기대 조건에 일치된 정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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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만족도의 요인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의 성격과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요 요인들로는 학습 콘텐츠의 내용 및 구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

성, 학습태도, 시스템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특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표 1> 참조).

① 내용구성의 타당성: 사이버교육의 컨텐츠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내용적인 측면의 컨텐츠가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표 1> 참조). 이를 토대로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사이버교육에 대해 학습자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
학습 콘텐츠
내용  구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 동기 학습 태도 이용 환경 조직의 지원

주 주 외(2007) ○ ○ ○ ○ ○

박선옥⋅이근주(2012) ○ ○ ○ ○ ○ ○

이 철⋅김정아(2018) ○ ○ ○ ○ ○

정힘찬⋅김수경(2018) ○ ○ ○

노  ⋅이경근(2020) ○ ○ ○

송수연⋅김한경(2020) ○ ○ ○

<표 1>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 주요 요인 거

②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은 업무시간 내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학습자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 부여하고 학습만족도를 높인다(이

쌍철, 김정아, 2018, 122). 상호작용은 학습목표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학습 내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질의응답, 학습에 대한 격려 등을 포함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자는 비대면 수업 상황 속에서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수업 내용에 따라 수업 방식을 달리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질문과 지원요청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존재하기도 한다(송수연, 김한경, 2020, 1104). 

③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의 적극성: 사이버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에 바탕을 둔 교육이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가 학업성취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동기’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의 일종으로 특정 과제를 학습하려는 추진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일정한 학습활

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471). 학습동기는 내재적 학습동기(흥미, 자기발전, 자아실현, 

폭넓은 교양 증진)와 외재적 학습동기(수료증 취득, 업무수행 향상,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적 인정)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자 만족에 각각 유의미하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학습자 만족

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수, 2011, 18).

‘학습태도’는 특정한 학습활동에 개인의 내재적 상태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성이다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429). 긍정적인 학습태도는 목적의식, 학습동기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의욕적인 학습활동

이 학습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이선웅, 2020, 89-91). 홍성연, 유연재(2020, 957-989)는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적극적인 학습태도인 자기주도 학습이 학습자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장필식(2012, 

69-77)은 자기주도성이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학습활동을 스스로 능동적,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습성취

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학습동기, 자기주도성, 적극적인 학습태도 요인은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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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환경의 용이성과 조직의 지원: ‘이용환경’은 비대면 원격 교육환경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평가요소

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습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홍성연, 유연재, 2020, 965). 사이

버교육은 학습자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가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이쌍철, 김정아, 2018, 123). 

학습자를 위한 ‘조직의 지원’은 직무교육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이 직무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새롭게 배운 지식을 업무 수행 적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가능하며 경력 개발이나 업무 목표

나 경력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더 높아진다(박윤희, 이재은, 2018, 39-69). 정힘찬, 김수정(2018, 71-95)의 

연구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조직적 특성(조직의 전이 풍토)요인의 하위요인인 조직의 보상이 국가기록원 계속교육

의 전이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재이용의도: ‘재이용의도’는 학습자가 향후 사이버교육을 받을 의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희정, 2021, 119-120). 

재이용의도는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최지우, 장우권, 2021, 380-385). 

만족도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보고되어 이 연구에서도 포함하여 수행하였으나 요인적재

량이 낮고 문항이 제거되면서 다른 요인에 비해서 요인을 설명하는 내적 구성이 미약하므로 기술 통계에만 포함시

켰다. 

2.2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2.2.1 기록 리교육

2007년 국가기록원은 법률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와 동법 시행령 제79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

한 교육훈련)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되었고 기록관리 교육센터(국가기록원, 2021, 1-2)라는 명칭으로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관리 교육센터는 기획팀, 운영팀으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기록물관리 담당자와 계속교육을 위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책임자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록관리 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국제교육, 특별교육, 사이버교육, 기관방문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

교육은 기록물생산부서 및 기록관의 기록관리 실무⋅역할⋅중요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전문교

육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의 종합 역량개발을 교육한다. 국제교육은 한국 기록관리 체계, 기록관리 실무 및 

보존을 교육한다. 특별교육은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실무를 교육한다. 사이버교육은 이러닝

을 통한 기록관리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한다. 기관방문 교육은 기록관리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온택트 시대 교육

을 통한 기록인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

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맞춤형 전자기록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기록관리 인식을 제고시키며 맞춤형 특화교육과 

국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2.2.2 기록 리 사이버교육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기록관리 교육센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물리적 거리감이 상당한 편이지만(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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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3)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육도 서비스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여 개인의 학습 능력. 최종학력, 원거리에 위치한 대면교육 등의 제약사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Lawrence et al., 2014, 27-28).

현재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은 2008년을 1개 강의를 시작으로 2021년 10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 대상자는 

각급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왔으며 기록관리 대학원생 및 교육원생과 일반

인에게도 확대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한해 사이버교육 이수인원이 총 72,676명2)으로 매년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과정

은 전문요원 및 일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21, 3-5).

총 10개 강좌로 구성된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은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문 

과정은 입문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록관리와 전자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 심화 과정은 각 주제별

로 학습자의 심화학습을 돕는다. 교양 과정은 기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기록원, 2021, 7-8, 13-14).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은 공무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 플랫폼 ‘국가기록원 나라배움터’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

배움터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스마트러닝 플랫폼으로써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기술의 결합은 불가능해보였던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구현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입문 과정

① ‘기록관리 입문1’은 2008년 기록관리 입문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가 2013년에 개편되었으며 2016년 

기록관리 입문1, 입문2로 구분하였다. 총 11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교육 내용은 기록물관리 이해, 법령, 

조직체계, 기준표 및 생산-등록-편철과 정리-이관-평가 및 폐기-보존 등 일련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② ‘기록관리 입문2’는 총 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비밀기록물,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을 다루고 있다. ③ ‘전자기록 입문’은 2019년 개설

되어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전자기록의 이해-유형-관리절차, 전자기록시스템의 이해, 

전자기록관리 표준과 전자기록관리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2) 심화 과정

① ‘기록관리 따라하기’는 2020년 개편되어 총 8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와 

기록물 생산 및 등록, 기록물 편철-분류-정리-통보 및 이관-평가 및 폐기 등이다. 신규공무원 및 기록관리업무 

초임자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② ‘기록물 공개⋅재분류 따라하기’는 2020년 개편되

어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물 공개분류에 대한 이해 및 절차, 세부기준과 유형별 공개재분

류 사례를 다루고 있다. ③ ‘기록물 분류 및 평가’는 2020년 개편되어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물 분류 및 체계,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 평가 등이다. ④ ‘기록물 보존 및 재난대응’은 2018년 개발되어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물 보존의 개요, 보존관리 및 처리, 기록물 매체별 관리, 보안 및 

재난관리를 다루고 있다.

 2) 2020년도 기록관리교육 사이버과정 운영결과(교육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의 기록물관리 담당자 및 일반 직원 등, 외부비공개자

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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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 과정

①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이야기’는 2014년 개발되어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보존

의 전통과 국가기록원, 우리 명절이야기, 기록을 통해 본 광복절과 정부수립, 한글 및 시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② ‘정책⋅현장기록으로 보는 기록관리 중요성’은 2015년 개발되어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의 중요성, 먹거리 정책의 변화, 교통정택, 교육현장, 운동회와 체육대회 현장, 사계절의 시대상을 다루고 

있다. ③ ‘사례로 보는 기록관리 중요성’은 2017년 개발되어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기록의 

의미와 가치,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현대의 기록관리,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1.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 각 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과정 변수의 하위요인인 ‘내용구성의 타당성’ 요인, ‘교수⋅학습자간 상호작

용’, ‘학습만족도’ 3개 요인을 세 번씩 나누어 질문하였다. 화살표와 별개로 음영으로 색칠이 된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수강했던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각각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최소 한 과정에서 최대 세 과정까지가 될 수 있으며 각 과정별로 3개 요인이 세 

번씩 질의되어 각각의 과정에 응답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응답을 마치고 

나면,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대한 공통 설문문항인 학습동기, 학습태도의 적극성, 이용환경의 용이성. 조직의 학습

지원에 대해 한 번씩 응답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1.2 가설설정

독립변수의 세부 요인들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 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에 대한 근거는 주영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정기수(2011), 장필식(2012), 박윤

희, 이재은(2018), 정힘찬, 김수정(2018), 김수연, 박인우(2019), 노영, 이경근(2020), 송수연, 김한경(2020)의 연구

에서 각 요인들이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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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1(교육과정별 학습만족도의 차이 여부)에 대한 가설 

  [가설 1-1] 수강 교육 과정에 따라 ‘내용구성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수강 교육 과정에 따라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수강 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2(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 

  [가설 2-1] ‘내용구성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학습태도’가 적극적일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이용환경’이 용이할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조직의 학습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도구와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관연구에서 제

시된 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설 문 문 항

내용구성의

타당성
6

Ⅰ-01 교육과정의 과정명과 교육내용은 일치하는 편이다.

Ⅰ-02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이 논리 이다.

Ⅰ-03 수강한 과정명의 교육내용과 내용구성이 교육목표와 주제를 고려해 볼 때 하다.

Ⅰ-04 수강한 과정명의 교육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편이다. 

Ⅰ-05 교육내용은 실제 사례를 반 하여 합하게 구성되었다.

Ⅰ-06 사이버교육 내 이션의 주요 논 과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교수

학습자간

상호작용

6

Ⅰ-07 사이버교육 교육 리자에게 교육내용에 한 궁 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Ⅰ-08 사이버교육 교육 리자에게 불만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편이다. 

Ⅰ-09 사이버교육 교육 리자의 답변이 신속한 편이다.

Ⅰ-10 사이버교육 교육 리자에게 교육내용에 해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이다.

Ⅰ-11 사이버교육 교육 리자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사이버교육에 반 하려는 편이다. 

Ⅰ-12 사이버교육 과정 이수 후, 문의사항에 한 응답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편이다.

학습

만족도
6

Ⅰ-13 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강의가 다양한 편이다.

Ⅰ-14 교육과정의 강의들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Ⅰ-15 교육과정을 다른 직원(처리과 등)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Ⅰ-16 교육과정의 강의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Ⅰ-17 집합 교육과는 다른 사이버교육만의 장 이 있었다. 

Ⅰ-18 교육과정의 강의들에 해 체 으로 만족한다.

학습동기 5

Ⅱ-01 나는 기록 리 련 지식을 얻기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다.

Ⅱ-02 나는 나의 기록 리 업무능력 향상을 해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다.

Ⅱ-03 나는 변화하는 기록 리 업무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사이버교육에 참여한다.

Ⅱ-04 나는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의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Ⅱ-05 사이버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에 한 나의 응력은 높은 편이다.

<표 2> 설문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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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선행연구 

내용구성의

타당성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해 조직된 내용물인 학습 내용에 있어서 교육 

내용의 유용성  성, 내용 구성의 명확성, 교수학습 간 상호작용 

유발의 가능성을 의미

주 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자가 교육 리자에게 교육내용에 해 궁 한 사항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자로 하여  자유롭게 건의하고 교육 리

자가 이에 따라 신속히 응답하며 피드백을 사이버교육에 극 으로 

반 하는 것

주 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노 , 이경근(2020)

학습만족도
기록 리 사이버교육을 통해 인지하는 정 인 상태를 의미하며 학습 

후 체 인 만족의 정도
주 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학습동기

학습자가 기록 리 업무환경 변화에 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자기주도 으로 참여하여 기록 리 련 지식을 쌓고자 하는 구체

인 의지

박선옥, 이근주(2012), 정기수(2011), 

노 , 이경근(2020)

학습태도의

극성
학습동기에 따른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한 극 인 학습태도

박선옥, 이근주(2012), 장필식(2012), 

노 , 이경근(2020), 송수연, 김한경(2020)

이용환경의

용이성
업무시간에 이용하는 나라배움터 웹사이트의 용이성 주 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조직의

학습지원
학습자가 주변으로부터 받는 조직의 지원 특성

박선옥, 이근주(2012), 정힘찬, 김수정(2018), 

박윤희, 이재은(2018), 김수연, 박인우(2019) 

<표 3> 변수의 조작  정의

3.3 조사의 설계 및 자료수집

3.3.1 연구 상

이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중앙행정기관 4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12개, 정부산

하공공기관 38개 총 198개를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현황 조사 

결과> 자료를 받았으며 각 기관별로 설문 응답 요청 전화를 돌리면서 파악한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재구성하였다. 

공석, 휴직자, 퇴사자, 국가보안 문제로 인해 응답이 어려운 군 기관 재직자는 모두 응답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설 문 문 항

학습태도의

극성
5

Ⅱ-06 나는 기록 리 교육이수 시간 획득을 해 사이버교육에 참여한다.

Ⅱ-07 나는 집합교육을 선호하지만 시간 계상 사이버교육에 참여한다.

Ⅱ-08 나는 내가 세운 학업량이나 목표를 이루기 해 노력하는 편이다.

Ⅱ-09 나는 맡은 직무를 문 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Ⅱ-10 내가 신청한 사이버교육을 이수 기간 내에 끝까지 듣는 편이다.

이용환경의

용이성
7

Ⅲ-01 나는 업무시간에 나라배움터 사이트를 이용한다.

Ⅲ-02 나라배움터 사이트는 사용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쉽게 구성된 편이다. 

Ⅲ-03 나라배움터 사이트는 시스템이 끊기지 않고 안정 이다. 

Ⅲ-04 내가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강의를 이수하는데 사용하는 PC의 성능은 하다.

Ⅲ-05 나라배움터 사이트의 강의 컨텐츠 로딩시간은 당하다.

Ⅲ-06 나라배움터 사이트의 강의 이수시간은 당하다. 

Ⅲ-07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의 일크기는 다운로드하기에 합하다.

조직의

학습지원
6

Ⅲ-08 나의 조직은 집합 교육보다 사이버교육 수강을 권장한다. 

Ⅲ-09 나의 조직은 사이버교육 이수기간 동안  업무량을 조정하는 편이다.

Ⅲ-10 나의 조직은 내가 사이버교육 이수할 때 업무 으로 배려해주는 편이다.

Ⅲ-11 나의 조직은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 기이다.

Ⅲ-12 나의 조직은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Ⅲ-13 나의 조직은 사이버교육에 한 수강 분 기가 체 으로 정 인 편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61-82, 2022.270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061

3.3.2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조사에는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훈련 과정의 평가 측정에 대해 실증분석을 위하여 위의 <표 

2>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제외한 모든 각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내용구성의 타당성 6문항, 교수 학습자간 상호작용 6문항, 학습만족도 6문항으로 구성

하였다(<표 3> 참조). 각 과정별 학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 각 과정별로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 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문항을 세 번씩 질문하도록 하였다. 학습동기 5문항, 

학습태도의 적극성 5문항, 이용환경의 용이성 7문항, 조직의 학습지원 6문항, 재이용의도 4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7문항, 총 9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3.3 설문지 배포  회수

1차 예비조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1040198-210507-HR-066-02)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기록

관리학 전공자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배포(연구윤리 승인 일부터 6월 30일까지)하고 수거하였다. 

분석과 검증을 거친 후,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본조사의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2차 본조사는 중앙행정

기관 4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12개, 정부산하공공기관 38개 총 198개 기관 중에서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각 과정

을 1년 내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에 한해서 2021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수거

하였다. 조사대상 총 198개 기관에 설문을 배포하고 응답자는 111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이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결과, 107명(회수율 54.04%)의 설문이 분석대상 자료가 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중앙행정기관은 

26명(54.1%), 특별지방행정기관은 70명(62.5%), 정부산하공공기관은 11명(28.9%)이었다. 또한 2차 본조사 동의자

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경험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인터뷰도 실시하였다. 

3.3.4 분석방법

수집된 온라인 설문지는 응답파일 정제를 위해 엑셀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Mann-Whitney검정, Kruskal-Wallis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4 연구결과 및 분석

3.4.1 타당성  신뢰성 분석

측정도구가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을, 요인회전을 위해서는 

배리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만족도는 입문⋅심화⋅교양과정 

각각 3번씩 반복 질의되었으므로 문항별로 산술평균을 도출하여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이 0.5 이하

인 문항을 제거한 후,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도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내용타당성 분석 결과 Ⅰ-5, Ⅰ-14, Ⅰ-15, Ⅰ-17, Ⅰ-18, Ⅱ-4, Ⅱ-5, Ⅱ-6, Ⅱ-7, Ⅱ-10, Ⅲ-1, Ⅲ-2, Ⅲ-8, Ⅲ-13, 

Ⅳ-1, Ⅳ-2, Ⅳ-3, Ⅳ-4 등 18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들 문항을 삭제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이 가설에 적합하게 도출되었다. 각 문항당 요인적재량은 0.529~0.928 사이의 값을 가져 0.5를 넘겨 

요인적재량 기준에 부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척도 값인 KMO(Kaiser-Meyer-Olkin) 값도 0.5 이상인 0.839로 

적절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도 0.00으로 요인분석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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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뢰도계수를 측정한 결과 0.787~0.963의 값을 가져 0.7을 상회하여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단, 요인적재량

에 따라 문항이 제거되면서 재이용의도 문항은 적합하지 않고 학습만족도와 태도 적극성 요인의 구성 문항이 

각각 2개로 이루어져 다른 요인에 비해서 요인을 설명하는 내적 구성이 미약하므로 이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

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과정별 평가에 대한 요인의 기술통계는 <표 6>에서 제시하고, 

학습자 및 학습 환경에 대한 문항별 및 요인별 기술통계는 <표 7>에서 제시한다. 

문항

번호

내용타당성 내 일 성

내용 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 만족도 학습동기 태도 극성

이용

환경

조직

지원

Cronbach's 

Alpha

Ⅰ-01 .829 -.064 .109 .010 .067 .251 .061

.919

Ⅰ-02 .847 .130 .228 .083 .107 .258 .106

Ⅰ-03 .834 .209 .266 .078 .019 .219 .073

Ⅰ-04 .739 .232 -.259 .131 .186 .192 .031

Ⅰ-06 .839 .196 -.126 .014 .180 .154 .061

Ⅰ-07 .077 .928 -.024 .101 -.001 .086 .129

.963

Ⅰ-08 .091 .829 -.047 .024 -.008 .222 -.093

Ⅰ-09 .107 .926 .016 .112 -.060 .055 .018

Ⅰ-10 .067 .928 .038 .128 -.034 .141 .100

Ⅰ-11 .250 .810 .291 .066 -.023 .181 .197

Ⅰ-12 .111 .923 .113 .125 -.009 .086 .060

Ⅰ-13 .150 .486 .529 .302 -.143 .318 .117
.787

Ⅰ-16 .380 .313 .569 .450 .004 .116 .197

Ⅱ-01 .090 .085 .159 .880 -.050 -.014 .235

.935Ⅱ-02 .057 .166 .035 .918 -.065 .056 .177

Ⅱ-03 .040 .150 -.016 .881 -.043 .134 .220

Ⅱ-08 .222 -.116 -.098 -.098 .889 .125 -.155
.908

Ⅱ-09 .174 -.020 .047 -.052 .919 .160 -.136

Ⅲ-03 .206 .192 .134 -.024 .169 .764 .079

.887

Ⅲ-04 .320 .113 -.025 -.069 .046 .772 -.157

Ⅲ-05 .176 .056 .147 -.024 .088 .866 .062

Ⅲ-06 .090 .170 -.069 .170 -.019 .792 .119

Ⅲ-07 .274 .202 -.013 .233 .113 .718 .041

Ⅲ-09 .013 .026 .306 .158 -.124 -.117 .786

.792
Ⅲ-10 -.046 .138 .108 .281 -.035 .143 .777

Ⅲ-11 .306 .167 .051 .154 -.085 .177 .631

Ⅲ-12 .097 -.008 -.284 .150 -.104 -.021 .776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3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580.557

자유도(유의확률) 351(.000)

<표 4> 요인 재량  요인별 신뢰도계수

3.4.2 기술통계 분석

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근 1년 이내에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

으로 조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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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빈도(퍼센트) 총계(퍼센트) 문항 빈도(퍼센트) 총계(퍼센트)

성별
남성 33(30.8)

107(100) 기

유형

앙행정기 26(24.3)

107(100)여성 74(69.2) 정부산하공공기 11(10.3)

연령

20 (20~29세)  4(3.7)

107(100)

특별지방행정기 70(65.4)

30 (30~39세) 63(58.9)

지역

서울 14(13.1)

107(100)

40 (40~49세) 38(35.5) 인천⋅경기 13(12.1)

50  이상  2(1.9) 강원  3(2.8)

최종

학력

학부졸업+교육원 졸 12(11.2)

107(100)

⋅충청 25(23.4)

학원졸업+교육원 졸 10(9.3) 주⋅ 라⋅제주 21(19.6)

기록 리학 석사 졸 83(77.6) 구⋅경북 14(13.1)

기록 리학 박사 졸  2(1.9) 부산⋅울산⋅경남 17(15.9)

근무

연차

5년 이하 45(42.1)

107(100)
수강

의사

1년 이내 84(78.5)

107(100)
2년 이내  5(4.7)

6년 이상-10년 이하 39(36.4)
3년 이내  2(1.9)

11년 이상 23(21.5) 미정 16(15)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응답자들은 30대 연령층의 여성이 기록관리학 석사급 이상의 학위소지자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

고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을 1년 이내 수강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서혜란, 옥온호, 2008, 235-256). 요약하면 과거의 근무실태 결과와 현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에서도 기관별 배치 인적사항으로 성별을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배치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나 섬세한 성격이 당시 기록관리 직무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있고 

여성이 가지면 좋고 안정적인 직업으로써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과정별 평가와 학습자 및 학습 환경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과정별 평가와 학습자 및 학습 환경 평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음)에서부터 5(매우 그러함)까지를 측정해주도록 연구대상자에게 요청하였다. 기록관리 사이버

교육 과정별 평가는 입문⋅심화⋅교양 과정으로 나누어, 기술통계를 통해 문항별⋅요인별 일반적인 인지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과정별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과정 요인 문항 응답인원
요인

평균 표 편차

입문

내용 구성의 타당성 Ⅰ-01~06 95 3.8147 .69112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Ⅰ-07~13 95 2.9930 .84807

학습 만족도 Ⅰ-13, 16 95 3.0211 .85027

심화

내용 구성의 타당성 Ⅰ-01~04 76 3.7395 .67332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Ⅰ-07~12 76 2.9035 .88454

학습 만족도 Ⅰ-13, 16 76 2.8553 .90117

교양

내용 구성의 타당성 Ⅰ-01~06 81 3.8642 .68325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Ⅰ-07~12 81 2.9938 .89925

학습 만족도 Ⅰ-13, 16 81 2.6605 .95140

체 평균

내용 구성의 타당성 Ⅰ-01~06 107 3.7994 .64214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Ⅰ-07~12 107 2.9790 .83105

학습 만족도 Ⅰ-13, 16 107 2.8598 .82683

<표 6> 기록 리 사이버교육 과정별 평가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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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입문 과정은 내용구성의 타당성(3.81)이 가장 높고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2.99)이 가장 낮았다. 

심화 과정은 내용구성의 타당성(3.73)이 가장 높고 학습만족도(2.85)가 가장 낮았다. 교양 과정은 내용구성의 타당

성(3.86)이 가장 높고 학습만족도(2.66)가 가장 낮았다. 전체평균은 문항별로 산술평균을 내 통합한 결과로, 내용

구성의 타당성(3.79)이 가장 높고 학습만족도(2.85)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K-MOOC는 학습자 맞춤형 운영 튜터를 도입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남창우, 

조다은, 2019, 41-43; 교육부, 2016, 97).

사이버교육의 문항별로는 교육 과정별 강의들이 논리적으로 일치하고 특히 교양 과정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교육 강의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습만족도

가 낮았다. 이는 풍부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의 질 제고가 학습만족도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는 송수연, 김한경(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이버교육의 강의가 응답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해지면 

학습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학습자 및 학습 환경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요인 문항 응답인원
요인

평균 표 편차

학습 동기 Ⅱ-01~3 107 3.0312 1.06845

태도 극성 Ⅱ-08, 09 107 4.2757  .64513

이용 환경 Ⅲ-03~07 107 3.5364  .81939

조직의 지원 Ⅲ-09~12 107 2.5070  .87244

<표 7> 기록 리 사이버교육 학습자  학습 환경 기술통계

분석 결과, 문항별로 산술평균을 내 통합한 결과로, 요인별로는 학습태도의 적극성(4.27), 사이버교육 이용환경

(3.53), 학습동기(3.0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의 지원(2.5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업무목표를 

세워 맡은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관리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 이용하

고 있는 나라배움터 사이트가 전반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직무분야나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사이버교육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습득한 새로운 기술을 조직에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

만 근무시간 내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상황에서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업무적으로 배려를 받는 등의 조직 내 

협조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강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의 지원 

현황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업무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으며 기록 관리 사이버교육 수강 전과 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수강 후 업무 능력이 향상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신성이 있는 사이버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4.3 인구통계학  비교분석과 가설검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자⋅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학습동

기, 태도적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등 7개 요인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연속형 척도로 측정되

었을 경우 Pearson 상관관계를, 범주형 척도로 분석되었을 경우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성이 확보될 경우 모수적 

방법인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을 활용하였다. 집단의 표본 수가 50개가 

넘는 경우 Kolmogorov-Smirnov 검정에 입각하여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50개 이하인 경우 Shapiro-Wilk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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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한 요인에서 1개 집단이라도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모수 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Kolo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에서 정규성은 귀무가설이 채택될 때, 즉 p-value

가 0.05 이상일 때 확보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방식은 다음 <표 8>과 같다. 

인구통계학  특성 척도
집단 규모에 따른 정규성 검정방법

요인별 분석방법
집단구분 정규성 검정방법

성별 범주형

남성 Shapiro-Wilk ∙내용구성 타당성, 학습만족도, 태도 극성, 조직의 지원: 

Mann-Whitney 검정

∙상호작용, 학습동기, 이용환경: 독립표본 t검정
여성 Kolmogorov-Smirnov

나이 범주형

20 (20~29세) Shapiro-Wilk

∙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학습동기, 태도

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Kruskal-Wallis 검정

30 (30~39세) Kolmogorov-Smirnov

40 (40~49세) Shapiro-Wilk

50  이상 표본 수 부족
1)

근무연차 연속형 - ∙Pearson 상 분석

기 유형 범주형

앙행정기 Shapiro-Wilk ∙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태도 극성: 

Kruskal-Wallis 검정

∙학습동기,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일원배치 분산분석

특별지방행정기 Kolmogorov-Smirnov

정부산하공공기 Shapiro-Wilk

지역 범주형

서울 Shapiro-Wilk

∙내용구성 타당성, 학습만족도, 태도 극성: 

Kruskal-Wallis 검정

∙상호작용, 학습동기,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일원배치 

분산분석

인천⋅경기 Shapiro-Wilk

⋅충청 Shapiro-Wilk

주⋅ 라⋅제주 Shapiro-Wilk

강원 Shapiro-Wilk

구⋅경북 Shapiro-Wilk

부산⋅울산⋅경남 Shapiro-Wilk

학력 범주형

박사졸 표본 수 부족
1)

∙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학습동기, 태도

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Kruskal-Wallis 검정

석사졸 Kolmogorov-Smirnov

학부+교육원졸 Shapiro-Wilk

학원+교육원졸 Shapiro-Wilk

수강의사 범주형

1년 이내 Kolmogorov-Smirnov

∙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학습동기, 태도

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Kruskal-Wallis 검정

2년 이내 Shapiro-Wilk

3년 이내 표본 수 부족1)

미정 Shapiro-Wilk

수강과정1) 범주형

입문과정 Kolmogorov-Smirnov
∙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Kruskal-Wallis 

검정
심화과정 Kolmogorov-Smirnov

교양과정 Kolmogorov-Smirnov

1) 응답자가 2명 이하로 정규성 검정이 불가능하여 비모수검정으로 실시.

2) 수강과정은 ‘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요인에서만 구분되어 설문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학습동기, 태도 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 등 4개 요인은 비교분석이 실시되지 아니함.

<표 8> 비교분석 방법

성별, 나이, 기관유형, 지역, 학력, 수강의사, 수강과정은 항목을 규정하여 설문을 제출받은 범주형 척도이고 

근무연차는 자신의 근무연차를 숫자로 자유기술하도록 한 연속형 척도였다. 따라서 근무연차는 Pearson 상관분석

을, 그 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정규성 검정을 거쳐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 확률이 0.05 수준으로 ‘성별’에서 여성(3.15)이 남성(2.74)에 비해서 학습동기 요인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 ‘기관유형’에서 정부산하 공공기관(4.00)이 중앙행정기관(2.92)과 특별지방행정기관(2.91)에 비해서 학

습동기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에서 석사졸업자들이 학부졸업 후 교육원졸업자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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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한 교육과정’에서 학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입문 과정이 교양 과정보다 학습만족도가 높았다.

수강과정은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3개 요인을 세 번씩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라서 각 과정

별 분석 대상 요인은 7개가 아니라 3개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수강했던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각각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교육 과정이 최소 한 과정에서 최대 세 과정까지 응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규성을 검정하고 세 가지 과정 모두 50명보다 많은 95명, 76명, 81명이 응답하였기에 Kolmogorov-Smirnov 검정

을 기준으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구성 타당성과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등 모든 요인에서 1개 

집단 이상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아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였다. 집단비교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요인 집단구분
응답

인원

평균

순
평균

표

편차
x2 유의

확률
사후비교

내용구성 타당성

입문과정 95 129.30 3.8147 .69112

1.744 .418심화과정 76 117.49 3.7395 .67332

교양과정 81 131.67 3.8642 .68325

상호작용

입문과정 95 130.22 2.9930 .84807

 .768 .681심화과정 76 120.67 2.9035 .88454

교양과정 81 127.61 2.9938 .89925

학습만족도

입문과정 95 138.99 3.0211 .85027

6.975  .031* 입문과정 > 교양과정심화과정 76 128.06 2.8553 .90117

교양과정 81 110.39 2.6605 .95140

* p<0.05, ** p<0.01, ***p< 0.001

<표 9> 수강과정별 비모수 통계(내용구성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위의 <표 9>에 따르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3개 요인 중 학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비모수 검정의 사후분석을 위하여 Bonferroni 검증방법을 사용한 결과, 입문 과정 수강생들이 

교양 과정 수강생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의 강의가 기록관리 

전문인력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지만 교양 과정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입문 과정 95명, 교양 과정 81명, 심화 과정 76명의 순으로 많이 이수하였다. 입문 과정은 전자기록관

리 표준과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는 전자기록 입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정과 차이가 있다. 각 과정별 

평균값을 보면 내용구성의 타당성이 가장 높았으며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습만족도의 순으로 높았다.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구성의 타당성은 교양과정(3.86), 입문과정(3.81), 심화과정(3.73) 순으로 높았다. 교수⋅학습

자간 상호작용은 교양과정(2.99), 입문과정(2.99), 심화과정(2.90) 순으로 높았다. 학습만족도는 입문과정(3.02), 심

화과정(2.85), 교양과정(2.66) 순으로 높았다. 

과정별 강의의 다양성, 실제 업무 처리에 도움 되는 정도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문 과정의 경우, 2008년에 개발된 기록관리 입문은 2016년에 기록관리 입문1, 입문2로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 전자기록 입문도 개발하였다. 심화 과정의 경우, 기록물 보존 및 재난대응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들이 

2020년에 모두 개편되었다. 즉, [가설1-3] ‘수강 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채택되었으며 수강 교육 과정에 따라 ‘내용구성의 타당성’과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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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상 분석  회귀분석

①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 추출된 7개 요인들(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만족도, 학습

동기, 태도적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요인의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하였고 상관계수는 산술평균을 이용한 표준화값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요인 평균 표 편차

상 계

내용 구성의 

타당성
상호 작용 학습 만족도 학습 동기 태도 극성 이용 환경 조직 지원

내용 구성의 

타당성
3.7994  .64214 1 　 　 　 　 　 　

상호 작용 2.9790  .83105 .330** 1 　 　 　 　 　

학습 만족도 2.8598  .82683 .458**  .585** 1 　 　 　 　

학습 동기 3.0312 1.06845 .182  .277**  .543** 1 　 　 　

태도 극성 4.2757  .64513 .320** -.066 -.083 -.149 1 　 　

이용 환경 3.5364  .81939 .518**  .347**  .425**  .167  .257** 1 　

조직의 지원 2.5070  .87244 .211*  .224*  .393**  .475** -.240* .144 1

* p<0.05, ** p<0.01, *** p<0.001

<표 10> 상 분석 결과

상관분석의 결과 내용구성의 타당성-학습동기, 상호작용-태도적극성, 학습만족도-태도적극성, 학습동기-이용환경, 

이용환경-조직의 지원 등 5개 관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도출되어 절대값 0.211에서 

0.585까지 0.3전후 상관계수로 나타나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중 상관계수가 0.5가 넘는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학습만족도(0.585), 학습동기-학습만족도(0.543), 내용

구성의 타당성-이용환경의 용이성(0.518)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의확률은 모두 0.01로 

0.05보다 미만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학습만족도(0.585), 학습동기-

학습만족도(0.543), 내용구성의 타당성-이용환경의 용이성(0.518)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습만족도(0.585)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기술한 수강과정별 비모수통계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교육 과정별로 교수⋅
학습자간 상호작용 요인과 학습만족도 요인이 모두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와 학습만족

도(0.543)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인 주영주 외(2007), 정기수(2011), 노영⋅이경근(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용구성의 타당성-이용환경의 용이성(0.518)은 나라배움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사이버

교육이 내용구성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이용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용구

성의 타당성 요인은 앞서 기술한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 기술통계에서도 각 과정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요인과 학습자의 학습동기 요인이 학습만족

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의 내용구성의 타당성과 이용환경의 용이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회귀분석: 연구문제 2의 해답을 찾기 위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태도적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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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학습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6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를 가지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투입을 후진으로 선택

해 중요도가 낮은 요인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모형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β t(p)

R²

(수정된 R²)
공차 VIF

Durbin- 

Watson

모형4
학습 

만족도

(상수) 9.665E-16 .065 　 .000

.558

(.545)

　 　

1.937
내용구성 .258 .070 .258 3.703*** .882 1.133

상호작용 .393 .071 .393 5.501*** .843 1.187

학습동기 .387 .069 .387 5.652*** .914 1.094

* p<0.05, ** p<0.01, *** p<0.001

<표 11> 다 회귀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공차는 0.1 이상, VIF는 10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태도적극성, 이용환경, 조직의 지원의 요인이 탈락한 모형4가 채택되었다. 그 결과 내용구성, 상호작용,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학습만족도= (9.665E-16) + 0.258(내용구성) + 0.393(상호작용) + 0.387(학습동기)

독립변수인 내용구성에 해당하는 계수는 0.258,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계수는 0.393, 학습동기에 해당하는 계수

는 0.387이었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이 상호작용, 학습동기, 내용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R²는 0.558로 회귀선에 

대해 55.8%의 설명력을 가지며, 독립변수와 표본을 고려해 수정된 R²는 0.545이다. Durbin-Watson 수치는 1.937로 

2에 가까워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회귀식에 근거하여 요인들이 학습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지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확인하면 먼저 ‘내용구성의 타당성’은 0.258로 위의 결과 값만큼 학습만족도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은 0.393으로 학습만족도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

습동기’는 0.387로 학습만족도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유의확률 경우 모두 0.001로 0.05의 

이하에 값을 가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내용구성의 타당성 순으

로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용구성의 타당성으로 밝히고, 다음으로 

학습동기, 학습태도의 적극성,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순으로 밝힌 선행연구 박선옥, 이근주(2012)의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 즉, [가설2-1] ‘내용구성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2-2]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채택되었다. 그러나 ‘학습태도’, ‘이용환경’, ‘조직의 학습지원’ 정도는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과정별 내용구성의 타당성 요인과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귀결하여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의 내용구성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교수⋅학습자간 상호

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이버교육보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인 구루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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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을 더 선호하며 거리가 멀어도 집합교육에 참여하려는 편, 교육내용이 사이버교육보다 실용적이며 

질의응답이 원활하기 때문’의 응답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내용구성의 타당성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주영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정무관 외(2014), 정기수(2011))와 교수⋅
학습자간 상호작용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송수연, 김한경(2020), 노영, 

이경근(2020), 이쌍철, 김정아(2018), 주영주 외(2007), 박선옥, 이근주(2012), 김영민, 박기훈(2020))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관련 

지식을 얻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려는 학습동기가 강할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학습동기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주영주 외, 2017; 정기

수, 2011)와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노영, 이경근(2020)은 여러 요인들 중 상호작용과 학습동기 요인이 학습자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한 회귀분석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추출된 7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만족도는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습동기’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내용구성의 타당성’과 ‘이용환경의 용이성’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모든 모형에

서 공차는 0.1 이상, VIF는 10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R²의 경우 0.558로 

회귀선이 ‘학습만족도’에 대해 55.8%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내용구성의 타당성’ 순으로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이 연구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록관리 사이버교육의 

교육 품질을 강화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학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한 교육과정’에서 학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입문 과정이 교양 과정보

다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과정별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입문과정, 심화과

정, 교양과정(최대 세 과정까지 응답)는 학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문 과정 수강생들

이 교양 과정 수강생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학습만족도는 입문과정, 심화과정, 

교양과정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가설(가설1-3)이 검증되었다. 셋째, 기록관리 사이버교

육 ‘학습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4(내용구성의 타당성, 상호작용, 학습동기)가 채택되었다. 독립변수인 내용

구성의 타당성에서 영향력이 상호작용, 학습동기, 내용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가설2-1, 가설2-2, 가설 

2-3)이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에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

습동기’, ‘내용구성의 타당성’ 3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높일수록 학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은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비대면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중간 확인용 문자메시지, 실시간 오픈 채팅방,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 튜터, AI튜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며 강의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

을 통해 학습자들의 질의응답, 컴플레인 등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표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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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기록관리 지식을 얻고 업무능력 향상시키면서 업무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응답자들은 사이버교육이 새로운 느낌이 없고 최신성이 

떨어진 느낌이라 자기주도적인 몰입 학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매년 10~12월 사이에 업데이트하고 학습자들이 

각 강좌별로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는 미국(NARA)의 Records Management Training 

Online Lessons 서비스 방식을 적용해볼만하다.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는 사이버교육을 비주기적으로 강좌를 개

편해왔는데, 각 강좌별로 개편된 사항들을 학습자가 쉽게 알기 어려웠다. 최소 1년에 1회 정도는 업데이트하고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며 업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기록원은 ‘내용구성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미국(NARA), 

영국(TNA), 호주(NSW)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라 관리자, 담당자를 구분하여 다양한 강의들을 운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사이버교육의 내용이 실제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시키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

며, 전문인력과 부서별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구분한 다양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구성원들의 기록관리 인식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관 내 모든 

구성원들이 기록관리에 보다 더 협조적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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