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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ARCS모형의 동기요인과 유용성 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RCS 동기요인, 유용성 인식, 학업성취
로 구성된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1명이었다.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및 학업성취의 측정은 2006학년도 1학기말과 2학기말에 실
시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복교차타당
화(repeate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1학기말에 수집된 자료를 추정표집(estimation
sample)으로 지정하였고 2학기말에 수집된 자료를 타당화표집(validation sample)으로 설정하였
2

다. 경로분석에 대한 모형적합도 판정을 위하여 χ 검증, TLI, GF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χ2검증결과는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모두 연구모형과 분석자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RMSEA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에서도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효과계수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ARCS모형의 동기요인들은 이원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용성 지각과 수행(학업성취)차원에 따라서 ARCS요인의 영향의 정도가 달랐기 때
문이다. 유용성 인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관련성이었으며, 학업성취에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자신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당화표집에서 디지털교과
서에 대한 주의집중요인은 학업성취에 대하여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인식과 수행차원에 적합한 설계전
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영역에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의 특성
이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디지털교과서, ARCS모형, 교수매체동기설문(IMMS), 유용성 지각, 동기요인
* 본 연구는 2006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062-530-2353, jeeheon@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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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교과서의 수업활용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류지헌, 2008a, 2008b;
변호승, 조완영, 김남균, 류지헌, 이기서, 2006;

디지털교과서는 전자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송해덕, 류지헌, 전주성, 2008). 변호승 등

교과서이기 때문에 자료의 갱신이 쉽고 접근성

(2006)은 디지털교과서가 학업성취가 낮은 학

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디지털교과

습자의 학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서는 컴퓨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높은 친숙성

또한 송해덕 등(2008)은 디지털교과서가 학습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의 측면에서도

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긍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성을 결정하는 요

인쇄된 형태의 매체보다는 전자화된 매체를 더

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류지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hepperd,

(2008a)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Grace, & Koch, 2008; Wilson, Landoni, &

연구와 성별에 따른 활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Gibb, 2003). 또한 전자화된 형태의 학습자료를

의 연구에 따르면 태블릿PC를 사용함으로써 디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지털교과서의 활용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데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는 학교

러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

학습에 도움이 된다(Dillon, 2008).

증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라는 매체 자체에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단점도 적지 않다.

대한 학습자의 인식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고 해서 학업성취가

고 있었다. 변호승의 연구(변호승 외, 2006)에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서

있으며 모니터를 통하여 읽기 때문에 더 쉽게

(Instructional

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Shepperd, Grace, &

IMMS)을 활용하여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습

Koch, 2008). 게다가 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

자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류

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비하기 위

지헌(2008b)도 IMMS를 활용하여 디지털교과

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성별에 따라서 어

(Dillon, 2008).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디

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ARCS모형에

근거한

Media

교수매체동기설문

Motivational

Survey:

지털교과서를 태블릿PC로 운영할 경우에는 비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디지털교

용측면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며, 구입비용은

과서의 적용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교과서라는 수업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우리나라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교육에 적

인식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용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교과서의

있다. 송해덕 등(2008)이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적 멀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물리적 조작, 인

적용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갖

지적 조작이라는 구인을 밝혔으나, 사용성 변수

고 있는 긍정적인 학습효과 등은 여러 연구를

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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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지털교과서라는 교수매체의 특징과

사용한 학생들이 작문수업에서 더 좋은 산출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

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Kulik(2003)도 연

된다. 이 연구에서는 ARCS기반의 교수매체동

구를 통해 워드프로세서의 효과성을 측정한 대

기설문을 통하여 나타난 디지털교과서의 특징

부분의 연구들이 작문기술의 향상을 보고했다

과 학습자가 지각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유

고 밝히고 있다. 또한 O'Dwyer 등(O'Dwyer,

용성에 대한 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Russell, Bebell, & Tucker-Seeley, 2005)은 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활

거 성적과 사회경제적 신분을 통제한 결과 학

용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교과서에

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쓰기 편집을 많이

대한 교수매체동기설문,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에

해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언어

대한 유용성 인식,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모형

영역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화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결과들은 컴퓨터 기반의 수업매체가 학업성취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Ⅱ. 이론적 배경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학습과
제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수학이

1. 컴퓨터 기반 학습매체가 학업성취에

나 과학과 같은 주요과목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나

미치는 영향
컴퓨터 기반 매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도 컴퓨터 기

은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학업성취

반의 수업매체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

음을 알 수 있다.

과가 지배적이다. Kulik(1994)은 컴퓨터 기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컴퓨터 활용 수

매체를 수업에 적용하면 학업성취의 증진뿐만

업의 장점을 디지털교과서에도 적용할 수 있을

아니라 학습속도 역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것이다. 즉, 디지털교과서도 컴퓨터 기반의 학

또한 컴퓨터 기반 매체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

습매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얻

은 더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형성했던 것으로

을 수 있는 긍정적인 활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

나타났다. Sivin-Kachala와 Bialo(2000)도 311

다. 게다가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컴퓨터 기반

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테크놀로

의 교수매체가 아니라 수업활동을 위한 교재라

지가 풍부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학업성취, 학습

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일반적인 컴퓨터 기

태도, 자아존중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 매체가 수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을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에서

수행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디지털교과서는 교

부터 고교, 일반학생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사와 학생을 연계하는 주요 수업도구의 기능을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Goldberg 등(Goldberg,

수행한다는 독특성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Russell, & Cook, 2003)은 1992년부터 2002년

특징 때문에 디지털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적용

사이의 연구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컴퓨터를

된다면 전통적인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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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갖고 있다. 디지털교과서가 컴퓨터와 교

Means 등(Means, Jonassen, & Dwyer, 2004)

과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의 연구에서는 관련성 요인을 강화한 수업매체

기반의 교수매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학습

를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MMS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하여 처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재적 관련성을 적용한 경우에

2. ARCS모형과 수업매체

는 ARCS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증진이

ARCS모형은 Keller(1983)에 의해서 제안된

나타났지만 내재적 관련성 요인을 적용한 경우

교수설계모형으로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

에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에서만 유의미한

만족감

효과가 있었다. 또한 Gabrielle(2003)도 ARCS

(satisfaction)이라는 4개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

모형을 적용한 컴퓨터 보조수업의 효과를 검증

어 있다. ARCS모형은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했다. 이 연구에서도 IMMS로 측정된 학습자의

위한 설계요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

동기요인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모두

의 동기요인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중요한

유의미하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Keller와

그러나 수업매체와 ARCS모형과의 관계에

송상호, 2001). Keller의 ARCS모형은 4개의 하

대한 연구에서 ARCS 요인이 모두 유의미하게

위구인을 활용하여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

증진된

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

Moller(1993)는 ARCS모형 중에서 자신감 요인

과적인 수업설계의 지침이 되고 있다(강명희,

을 적용한 수업매체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1994). 수업매체를 적용할 때 ARCS모형을 적

처치 이후에 IMMS에 의한 ARCS 요인의 변화

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매체활용 설계방안을 도

를 연구하였으나 자신감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

출할 수 있다. 특히, ARCS의 하위구인이 학업

이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과

Diefenbach(1991)의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적인 수업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결과가 나타났다. Moller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것으로

발견할

나타난

수

것은

없었다.

아니다.

Naime-

이와 같이 ARCS모형이 학습효과 증진에 도

나타난 이유로 처치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인

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컴퓨터 기반 학습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으나, 자신감이라는 특정

에서의 ARCS모형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

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 연구에서 유의

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Nwagbara (1993)에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매체의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ARCS모형 중에서 관

속성과 ARCS모형의 요인들이 선형적 관계가

련성 요인을 강화한 비디오 기반의 수업매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매체동

있다. Huett의 연구(2006)에서도 자신감 전략을

기설문(IMMS)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동기요인

적용한 웹기반수업에서 IMMS의 자신감 영역

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ARCS모형의 4가지

에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범주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관련성과 만족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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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컴퓨터 기반의 학습환경과 ARCS의 요인간

ARCS모형의 구인간 처치효과를 발견할 수 없

에는 차별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었던 Moller의 연구(1993)는 인쇄매체를 활용

또한 Song과 Keller(2001)의 연구에서도 이러

한 실험조건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감 요소에서

한 차별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들은 동기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측면이 강화된 컴퓨터 보조수업이 ARCS모형의

Song과 Keller의 연구(2001)에서는 컴퓨터 기

요인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반의 적응적 설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주의집

도 동기설계 요인을 적용한 적응적 컴퓨터 보

중과 자신감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조수업이 학습자의 전반적인 동기증진에 유의

다.

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

셋째, ARCS모형의 동기요인을 평가할 때 학

집중과 관련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습자의 지각과 수행수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났다.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의 지각과
수행에 따라서 ARCS모형의 하위요인의 영향력

3. ARCS모형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

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 교수매체에 대한 동기설문의 이해

서, Means 등의 연구(Means, Jonassen, &

컴퓨터 기반 학습환경과 ARCS모형의 요인

Dwyer, 2004)에 따르면, 외재적 관련성전략을

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적용했을 때 ARCS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않는 원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차이가 나타났지만 학업성취를 예언할 수 있는

첫째, ARCS모형의 요인간 독립성 가정의 문제

가장 강한 요인은 자신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점이다. 즉, Means 등의 연구(Means, Jonassen,

이러한 결과는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과 수행차

& Dwyer, 200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ARCS

원을 구분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서로 혼재되어

Song과 Keller(2001)의 연구에서도 동기수준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측정과 학업성취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있다. 게임을 위한 ARCS 기반의 척도를 개발

밝혀졌다. 즉, 동기수준에 대한 인식차원에서는

했던 Dempsey와 Johnson(1998)에 따르면 요인

주의집중과 관련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분석을 실시했을 때 관련성 요인과 자신감 요

다. 그러나 학업성취에서는 동기수준 전체에서

인의 문항이 동일척도에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

처치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RCS모형의 구인들이

Song과 Keller의 연구에서는 ARCS모형의 하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개연성을 보

위요인을 세분화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여주는 것이다.

력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기수준에 대한

둘째, 매체유형에 따른 맥락적 영향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어떤 유형의 수업매체에

인식과 학업성취 수행은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
는 연구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하자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ARCS모형의 요인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면 컴퓨터 기반의 학습환경과 ARCS모형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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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관계를 연구할 때에는 매개변수를 고려해

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수매체에

(Klopping & McKinney, 2004).

대한 동기요인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한정선과 김소희(2006)는 학습에 활용되는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매체환경이나

기술공학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는가에 따

측정영역에 따라서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라서 그 매체를 학습에 활용하려는 의지의 정

있다는 것이다. 즉, 교수매체가 갖고 있는 동기

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는 학습자가 활용하

적인 요인은 학업성취나 학습자의 인식에 대하

고 있는 수업매체가 자신의 수업에 유용한지에

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한 인식에 따라서 실질적인 활용수준이 달라

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지털교과서라는 교수매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학습자에

체를 설계할 때에도 학업성취를 위한 설계전략

게 제공된 새로운 수업매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과 학습자의 인식수준을 위한 설계전략이 차별

태도를 형성한다면 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수업매체에 대한 유용
성 인식이 낮거나 부정적이라면 새로운 기술공

나. 교수매체에 대한 유용성 인식과 ARCS모형

학이 적용된 매체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학

유용성 인식은 과제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습활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할 것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칭한다(Davis, 1989).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용성 인식은 ARCS모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반의 학습환경에서 컴퓨

형에 기반한 교수매체동기설문(IMMS)과 유사

터라는 공학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활동을

한 속성을 갖고 있다. 즉, IMMS를 통하여 측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

정된 ARCS모형의 요인들은 교수매체의 활용이

식을 의미한다. 기술공학적인 교수매체가 적용

라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지각하고 있는 다양한

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 매체를 유용한

수준(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에 대한

학습용 도구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매체의 효

인식이기 때문이다.

과성은 증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롭게 투입
된 교수매체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떨

4. 연구의 목적 및 경로모형의 구성

어지기 때문이다. 유용성 인식이 정보기술수용

가. 연구의 목적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교과서의 설계전략

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을 도출하기 위하여 ARCS모형의 하위범주(주

다. 새로운 기술공학을 적용한 수업매체가 투입

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가 학업성취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 정보기술에 대

유용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 유용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수업도구의 기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술공학적인 측면이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ARCS모형의 하위범주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따라서 어떤 매체에 대한 유용성 인식에 따른

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인식이라는 매

수용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공학이 적극적

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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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는 컴퓨터라는 매체중심의 학습을 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RCS모형의 하위구인
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1)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2)
만약 모형이 적합하다면 디지털교과서의 요인
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연
구문제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Ⅰ

[연구문제 ] 디지털교과서의 교수매체동기요
인에 대한 경로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가?
[연구문제

Ⅱ] 외생변수인 ARCS모형의 하위

범주가 유용성 인식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
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교수매체동기요인에 대한 경로모형
라는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용성 인식이라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ARCS모

나. 연구모형의 구성
연구문제

[그림 1] 디지털교과서의

Ⅰ과 Ⅱ를 위한 경로모형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ARCS모형의 하위범주들이 학업성
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ARCS모형에
기반한 교수매체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하
위범주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교수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인
식과 학업성취라는 수행 차원을 구분하여 [그림

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식수준과 수행수준으
로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ARCS모형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학업성취에 대한 결정요인 중
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성 인식
은 학업성취에 대한 매개변수로 파악하였다. 또
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학
업성취는 사전지식의 수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식을 외생변수로 투입하였다.

1]과 같은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Ⅲ. 연구 방법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ARCS모형의 하위범주가 상

1. 연구 대상

호 독립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

가. 분석자료

라서 ARCS모형의 하위범주는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외생변수임과 동시에 각 하위범주들
은 일정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았다. 또한 ARCS모형의 하위범주가 학업성취

이 연구는 2006학년도에 수행된 디지털교과
서의 효과성 연구(변호승 외, 2006)에서 수집된
것이다.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
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ARCS 기반의 교수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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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문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2. 측정도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하

가. 교수매체동기설문

여 선정된 자료는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연구에

교수매체동기설문(Instructional

Media

참여한 A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144명이었다.

Motivational Survey: IMMS)은 Keller(1983)에

결측 값을 제외한 유효 표집인원은 총 141명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ARCS모형에 근거하여 4

변호승의

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IMMS는

연구(변호승 외, 2006)에서는 모두 4개 초등학

총 36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우리나라 초등

교가 분석되었으나 학교마다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한 30문항

적용된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표집

을 활용하였다. 각 하위범주별 문항의 수는 주

의 규모가 컸던 A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의집중 7문항, 관련성 9문항, 자신감 9문항, 만

초등학교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학

족감 5문항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차타당화

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1년간 디지털교과

방법을 적용하여 1학기말과 2학기말에 교수매

서 적용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학교의 6학년은

체동기설문이 실시되었다. 1학기 말에 측정된

10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4

자료는 추정표집으로 활용되었으며, 2학기 말에

개 학급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된 수업이 진

측정된 자료는 타당화표집으로 활용되었다. <표

행되었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MS의 하위범주 및

(남학생=71명,

여학생=70명)이었다.

문항전체에 대한 문항신뢰도는 .70~.96인 것으
나. 반복 교차타당화(repeated cross validation)

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IMMS의 문항신뢰

이 연구에서는 동일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복

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항의 척도는

측정한 결과를 서로 다른 대조집단으로 구분하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척도에

여 분석하였다. 교차타당화 방법을 적용함으로

대한 방향성을 강제분포하기 위하여 4점 척도

써 자료분석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

로 구성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

며, 모형의 적합도 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Hair,

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

Anderson, Tatham, & Black, 1998; Tate,

점=매우 그렇다’로 편성하였다.

1998). A 초등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적용수업
이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 유용성 인식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

이 연구에서 측정된 유용성 인식 설문은 총

어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학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용성 인식은 디지

와

추정표집(estimation

털교과서라는 교수매체가 갖고 있는 학습활동

sample)과 타당화표집(validation sample)로 구

에 대한 유용성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

분하였다.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은 동일한 학

되었다. 최초에 변호승 등의 연구(2006)에서는

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3문항으로 구성된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에 대

2학기의

결과를

한 설문으로 활용되었으나, 기능성에 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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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정표집(n=141)과 타당화표집(n=141)에서의 교수매체동기설문과 유용성 인식 설
문의 문항신뢰도
추정표집(1학기)
.84
.89
.81
.91
.96
.86

주의집중 (7문항)
관련성 (9문항)
IMMS
자신감 (9문항)
만족감 (5문항)
계 (30문항)
유용성 인식 (6문항)

타당화표집(2학기)
.71
.88
.70
.83
.94
.88

중에서 디지털교과서의 학습활동 유용성에 관

항신뢰도는 .86과 .88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련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유용성 인식을 측정하

것으로 판단되었다.

였다. 원래 변호승 등의 연구에서 활용된 디지
털교과서의 기능성 문항에는 디지털교과서 활

다. 학업성취도

용에서 나타나는 기능적인 오류나 기능 확장에

이 연구에서는 3회의 학업성취도가 측정되었

대한 요구분석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으며, 1학기 중간시험, 1학기 기말시험, 2학기

이러한 요구분석 문항을 제외하고 학습활동에

학업성취이다. 1학기 중간시험은 디지털교과서

대한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추출하여

가 투입되기 이전에 측정된 학업성취 수준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유용성 인식 설문은 디지털

1학기 기말시험을 위한 사전지식으로 활용되었

교과서가 갖고 있는 컴퓨터 기능을 활용함으로

다. 즉, 추정표집의 사전지식은 1학기 중간시험

써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구

의 결과이고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1학기 기

성된 것이다. IMMS와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말시험의 결과이다. 1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구성되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

또한 2학기 학업성취도는 디지털교과서 효과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

성 측정을 위하여 2학기말에 실시된 평가문항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용성 인식설문의 문

로 40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따라서 1학기 학

<표 2>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유용성 인식 설문
유용성 인식 설문의 문항
1.
2.
3.
4.
5.
6.

검색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메모장 기능이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동영상이 있어서 재미있다.
마우스로 전자교과서의 물체를 직접 조작할 수 있어서 좋다.
원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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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 측정과 동등한 검사문항이 아니었기

수학과목에 한정되었으며 동일교사에 의해서

때문에 2학기 학업성취도는 선형동등화 방법을

진행되었다. A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적

적용하여 학업성취도 값을 변환하였다. 선형동

용수업을 위하여 컴퓨터실에 디지털교과서를

등화 방법을 적용한 것은 학업성취도 측정에서

설치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은 개인PC 환경에서

가교문항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수업에 참가하였다. 변호승

2학기 학업성취도 검사의 결과를 동등화하기 위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학기의 적용효과는

하여 남현우(2001)가 제시한 <공식 1>을 적용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하였다. 동등화된 2학기 학업성취도는 타당화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학

집의 종속변수로 투입되었으며, 1학기 기말시험

기의 적용효과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긍정적인

의 결과는 타당화표집의 사전지식으로 분석되었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디지털교과

다. <공식 1>의 Y는 동등화될 검사의 결과이며,

서 적용집단과 서책형교과서 적용집단 사이에

My는 Y검사의 평균이고

서는 처치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학생들

sy는 Y검사의 표준편

차이다. 또한 X는 동등화할 검사의 결과로써

의 학업성취 수준에서는 성적하위집단에서 디

Mx는 X검사의 평균이고

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집단이 서책형교과서를

sx는 X검사의 표준편

차이다. 이 연구에서는 2차 학업성취도의 결과

활용한 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것

(Y)를 1학기 중간시험(X)을 기준으로 동등화하

으로 나타났다.

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반복교차타당화 방법을 적용

( Y - My)/sy = ( X - Mx)/sx

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반복교

<공식 1> 선형동등화 공식

차타당화 방법을 적용한 것은 경로모형에 투입

3. 자료의 수집절차 및 적용환경

된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

변호승 등의 연구(2006)에 따르면 2006학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대한 모형 적
2

도에 디지털교과서는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투

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

입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정이

상대적합도 지수와 절대적합도 지수를 활용하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투입된 것은 1

였다.

학기 중간시험 이후였다. 따라서 1학기 중간시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험을 사전지식으로 투입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Fit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1학기말과 2학기말에

GFI(Goodness of Fit Index)와 RMSEA(Root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다. 상

학업성취도 검사, 교수매체설문문항, 유용성 인

대적합도 지수로 활용된 TLI와 CFI는 표본크

식설문은 1학기말과 2학기말에 수집되었다. 디

기에 덜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절대

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적합도 지수로 활용된 GFI와 RMSEA는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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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적용된

Index).이며,

검증을 비롯하여

상대적합도
절대적합도

지수는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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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성태제,

용성 인식, 학업성취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이

2007; Hoyle, 1995). 특히, 이 연구에서와 같이

다.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의 디지털교과서에

경로모형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집이 확보되지

대한 주의집중의 평균은 각 2.78(표준편차=.59)

않은 상황에서는 표본크기에 따른 민감도에 따

과 2.48(표준편차=.51)로 나타났다. 1학기에 비

라 적합도 지수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여 2학기에 주의집중에 대한 학습자의 설문

통계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결과는 다소 낮아졌다. 관련성에 대한 평균은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추정표집에서 2.79(표준편차=.68)이었으며 타당
화표집에서는 2.34(표준편차=.69)였다. 자신감에

Ⅳ. 연구결과

대한 추정표집의 평균은 2.92(표준편차=.57)였
으며 타당화표집에서의 평균은 2.58(표준편차

1. 기술통계자료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표집단위별 교수매체동기설문, 유

만족감 요인의 평균은 추정표집과 타당화표

<표 3> 표집단위별 교수매체동기설문, 유용성 인식, 학업성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추정표집 (n=141)

타당화표집 (n=141)

주의집중

2.78 (.59)

2.48 (.51)

관련성

2.79 (.68)

2.34 (.69)

자신감

2.92 (.57)

2.58 (.50)

만족감

2.83 (.85)

2.29 (.76)

유용성 인식

3.03 (.80)

2.67 (.87)

학습자 설문

학업성취

a

1학기 중간시험

85.62 (12.62)

1학기 기말시험a

85.39 (12.95)

b

2학기 학업성취

27.95 (9.35)

a: 100점 만점, b: 동등화 이전의 원점수
<표 4> 추정표집의 상관계수 행렬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주의집중

-

관련성

.80**

-

자신감

.75**

.81**

-

만족감

.78**

.89**

.83**

-

유용성

유용성

사전지식

.60**

.68**

.63**

.65**

-

사전지식

a

.00

.01

.11

.01

-.05

-

b

-.13

-.14

.04

-.13

-.04

.59**

학업성취

a: 1학기 중간시험, b: 1학기 기말시험,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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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타당화표집의 상관계수 행렬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주의집중

-

관련성

.77**

-

자신감

.70**

.74**

-

만족감

.70**

.83**

.68**

-

유용성

유용성

사전지식

.58**

.71**

.55**

.73**

-

a

-.15

-.18*

-.02

-.11

-.09

-

b

-.15

-.04

.08

-.07

-.12*

.39**

사전지식
학업성취

학업성취

-

a: 1학기 기말시험, b: 2학기 학업성취도 동등화 점수, * p<.05, ** p<.01
집에서 각각 2.83(표준편차=.85)과 2.29(표준편

의 χ2값은 6.59였으며 유의확률은 .25인 것으로

차=.76)인 것으로 나타났다. IMMS에 의해 나

나타났으며, 타당화표집에서의 χ2값은 10.96이

타난 ARCS 요인들의 평균 값은 IMMS가 4점

었고 유의확률은 .05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척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한 경로모형에서의 χ2검증에서는 추정표집

나타났다. 반면에 유용성 인식에 대한 평균은

과 타당화표집에서 모두 모형과 분석자료가 일

추정표집(평균=3.03, 표준편차=.80)과 타당화표

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집(평균=2.67, 표준편차=.87)에서 모두 ARCS

이 연구에서 분석한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

요인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표 4>와 <표

와 CFI는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모두 양

5>는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 투입된 변수들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적합도 지수인

간의 상관계수 행렬표이며, 경로분석을 실시하

GFI와 RMSEA는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였다.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즉, GFI는 추정표
집과 타당화표집에서 모두 .90인 것으로 나타

2.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나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MSEA는 추정

<표 6>은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의 모

표집에서는 수용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었으나

형 적합도 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추정표집에서

타당화표집에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표 6>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의 모형 적합도

χ2(p)

자유도

TLI

CFI

GFI

RMSEA

6.59 (.25)

5

.991

.998

.987

.048

타당화표집 10.96(.05)

5

.956

.989

.979

.238

추정표집

수용기준

p>.05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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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추정표집

=.048,

타당화표집=.238).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타당화표집에서 수용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으나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가 수용기
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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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모형은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업성취에 대한 추정된 경로에서 자신감에 의
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서 간접효과의 영향
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표 7>은 추정표집에서 도출된 경로모형의

<표 8>은 타당화표집에서 도출된 경로모형

직접 및 간접 효과계수이다. 표준화 경로계수

의 직접 및 간접 효과계수이다. 타당화표집의

중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경로는 관

경로 중에서 유용성 인식에 대해 추정된 경로

련성과 유용성 인식(전체효과=.38, p<.01)과 자

중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관련성과

신감과 학업성취(전체효과=.37, p<.01)인 것으

유용성 인식(전체효과=.34, p<.01)과 만족감과

로 나타났다. 사전지식과 학업성취 사이의 경로

유용성 인식(전체효과=.46, p<.01)인 것으로 밝

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57,

혀졌다. 또한 학업성취에 대한 추정된 경로 중

p<.01). ARCS모형의 요인 중에서 유용성 인식

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ARCS 요인은 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련성 요인이었다.

의집중(전체효과=-.33, p<.01)과 자신감(전체효

또한 ARCS모형의 요인 중에서 학업성취에 유

과=.26,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화표집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인 것으로

의 경로모형에서도 추정표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용성 인식과 학업성취 경로

유용성 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하지 않았다. 또한 타당화표집에서도 사전지

<표 7> 추정표집의 경로모형 표준화 효과계수

직접효과
유용성
간접효과
인식
전체효과
직접효과
학업
간접효과
성취
전체효과
* p<.05, ** p<.01

사전지식
.57
.57**

주의집중
.08
.08
-.13
.01
-.12

관련성
.38
.38**
-.14
.05
-.09

자신감
.15
.15
.35
.02
.37**

만족감
.12
.12
-.29
.02
-.28

유용성 인식
.13
.13

<표 8> 타당화표집의 경로모형 표준화 효과계수

유용성
인식
학업
성취

사전지식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유용성 인식

직접효과

-

.01

.34

-.02

.46

-

간접효과

-

-

-

-

-

-

전체효과

-

.01

.34**

-.02

.46**

-

직접효과

.38

-.33

.27

.26

-.06

-.19

간접효과

-

.00

-.06

.00

-.09

-

전체효과

.38**

-.33**

.21

.26*

-.15

-.1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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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학업성취 사이의 추정된 경로가 유의미한

둘째, ARCS모형의 요인들이 유용성 인식과

것으로 나타났다(전체효과=.38, p<.01). 타당화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효과계수를

표집의 추정된 경로계수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측정하였다. 추정표집에서 디지털교과서의 유용

ARCS 요인 중에서 학업성취에 대하여 유의미

성 인식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변수는 관

한 경로를 형성하고 있는 주의집중과 자신감의

련성 요인(전체효과=.38, p<.01)인 것으로 나타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

났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학업성취에 유의미

한 ARCS모형의 주의집중 요인은 학업성취와의

한 효과를 미치는 변수는 자신감 요인(전체효과

경로에서 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37,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당

다. 이 결과는 타당화표집에서 디지털교과서의

화표집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유용성 인식에

주의집중 요인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ARCS 요인은 관련성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효과=.34, p<.01)과 만족감(전체효과=.46,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지털교과

Ⅳ. 결론 및 논의

서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주의집중(전체효과=-.33, p<.01)과 자신감(전

1. 결론

체효과=.26, p<.05)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

이 연구의 목적은 1) ARCS모형의 하위범주

여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공통적으로 유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가 유용성

용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ARCS요인은 관련성

인식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모형의 적합도

이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학업성취에 대하

를 검증하고, 2) ARCS요인이 유용성 인식과

여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공통적으로 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검증하

타난 요인은 자신감요인이었다.

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로모형의 타당성을 검

셋째, 디지털교과서의 유용성 인식과 학업성

증하기 위하여 반복 교차타당화 방법을 적용하

취와의 관련성은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 모두

였다. 첫째, ARCS모형의 하위범주로 설정한

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경로모형은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대체로

과는 ARCS 요인이 유용성 인식과 학업성취에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

표집과

타당화표집의

2

χ 값은

6.59(p=.25)와

는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교과서의 기능과 관련

10.6(p=.05)이었으며, 상대적합지수와 절대적합

된 유용성 인식이 학업성취의 증진에는 직접적

지수에서 RMSEA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지수

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수용기준을 충족하였다. RMSEA는 타당화

끝으로, 추정표집(전체효과=.57, p<.01)과 타

표집에서만 적합지수가 수용기준을 넘어서는

당화표집(전체효과=.38, p<.01)에서 사전지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ARCS모형의 요인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이 학업성취나 유용성 인식의 두 가지 차원으

타났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에서도 사

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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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결과이다.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1) 디지털교과서
의 오류발생과 2) 이동식 수업에 따른 불편함

2. 연구의 함의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 논의

상황에서 디지털교과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설계

수업에 대한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학습활동에

전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집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첫째, 주의집중 전략을 고려한 설계방안이 필요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수업

하다. 이 연구의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의 결과

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

를 비교했을 때, 타당화표집에서 나타난 주의집

을 가능성이 높다.

중 요인과 디지털교과서의 학업성취의 관련성

둘째, ARCS에 근거한 설계전략을 디지털교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추정표집과 타당화

과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행수준과 인식수

표집의 유의미한 경로들은 모두 정적 관련성을

준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타당화표집의 주의집중과

연구의 주요 결과 중의 하나는 디지털교과서에

학업성취는 부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한 IMMS의 결과가 학업성취와 유용성 인식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타당화표집에서 디지털교

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과서가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있었을

즉,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는 추정표집과 타당화

가능성이 크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

표집에서 공통적으로 자신감 요인이 유의미한

습방법이 학습자의 흥미 등을 충분히 끌어내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

못했다는 의미이다. 디지털교과서라는 매체를

지털교과서의 유용성 인식에 대해서는 관련성

활용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편함 등으로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인해 점차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디지털교과서를 설계할 때에는 학업성취라는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아졌

수행차원과 유용성 인식이라는 지각차원을 차

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집중

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설계전략을 구현하는

과 학업성취가 부적 경로계수를 형성하게 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Means 등의 연구

것이다. 이 연구의 1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2004)에서도 ARCS의 요인 중에서 학업성취에

변호승 등의 연구(2006)를 보면 추정표집과 타

가장 강력한 예언변수는 자신감 요인이었다고

당화표집에서 주의집중 전략이 충분히 구현되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이 연구의 결과에서 디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 수업에

지털교과서에 대한 유용성 인식을 증진시키기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1학기(추정표집 단계)와

위해서는 관련성 요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2학기(타당화표집 단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다. 디지털교과서를 설계할 때 관련성 요인을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유의미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통하여

게

외,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학습경험을 얻을 수

2006). 학습자의 주의집중이 낮아진 원인은 두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ARCS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변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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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 설계가 성공하기

로모형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에 대한 논의가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행증진을 위한 것인지 아

필요하다. 즉, 추정표집에서는 관련성 요인과

니면 긍정적인 인식의 형성을 위한 것인지를

자신감 요인이 유용성 인식과 학업성취에 유의

구체적으로

이미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타당화표집

Babe(1995)는 ARCS요인을 적용할 때에는 수

에서는 관련성 및 만족감 요인이 유용성 인식

행차원과 인식자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의집중

장했으며, 그의 연구에서도 자신감 요인이 수행

과 자신감 요인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및 인식차원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미치고 있었다.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의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반복측정에 따른 누적효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과의 영향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반복 교차타

는 점이다.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 경로모

당화 방법을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의

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었음에

매체활용 경험은 2학기의 매체활용 경험에 영

도 불구하고 내생변수인 유용성 인식이 학업성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1학기 때의 사용경

취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험이 2학기의 매체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었다. 비록 유용성 인식에 의한 간접효과가 있

성이다. 주의집중에 의한 부적 경로가 유의미한

는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것으로 나타난 것도 1학기 학습경험이 누적되

알 수 있었다. 정보기술수용모형에 따르면 긍정

어 2학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적인 유용성 인식이 형성되어야 적극적인 매체

할 수 있다. 2) 사전지식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야 한다. 사전지식의 영향력도 반복측정에 의한

보는 바와 같이 외생변수인 ARCS요인이 유용

누적효과의 일부분이다. 즉, 1학기의 성적은 2

성 인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학기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학기의 사

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영

전성적과 1학기의 사전성적은 성격이 다르다. 1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유용성 인

학기의 사전성적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식과 학업성취라는 수행을 연결시키는 또 다른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지만, 2학기의 사전

매개변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긍정

성적은 1학기 때 이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적인 유용성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것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디지털교과서에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대한 유용성 인식과 학업성취를 연결시키는 또

앞으로 효과적인 디지털교과서의 설계 및 개

다른 매개변수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발을 위하여 1) 맥락성 요인을 반영한 설계전

있다.

략의 개발, 2)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표준화된

마지막으로 추정표집과 타당화표집에서의 경

IMMS의 개발, 3) 수업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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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디지

화된 IMMS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가 디지털

털교과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설계요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는지를 판단하기

인에 적합한 교수학습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해서는 지표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

이 연구에서는 IMMS를 활용하여 ARCS요인과

습의 결과를 가장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준

디지털교과서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거는 학업성취이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를 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

용한 수업상황에 대단원 수준이나 월별 단위로

교차타당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교수목표에 적

에 시행된 연구결과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척도

최신 버전의 디지털교과서의 특징이 충분히 반

가 필요하다. 특히,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영

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역에서의 지표 이외에도 동기적 특성을 고려한

IMMS나 ARCS모형의 요인들은 어떤 교수전략

표준화된 척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

은 표준화된 척도를 적용함으로써 디지털교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IMMS의 맥락

서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동기수준이 어

특성(context featur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컴퓨터 기반 개인교수체제를 위한 IMMS 문항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디지털교과서

타당화를

Huang,

활용수업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

Diefes-Dux, & Imbrie, 2006)에서는 ARCS요

로써 디지털교과서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를

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한

연구(Huang,

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ARCS요인 중에서 일부

셋째,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과정에 대

가 서로 다른 요인에 적재되는 현상이 발견되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를

었다. 또한 게임을 위한 교수매체동기 척도 개

활용한 수업은 서책형교과서를 활용한 수업과

발에 대한 연구(Dempsey & Johnson, 1998)에

다르게 학습자는 디지털교과서의 콘텐츠와 끊

서도 관련성과 자신감 요인이 동일한 요인에

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 처럼 수업과

적재되었음을 보고한바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학습

서가 교과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

자의 동기수준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과목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기

에 국한된 자료만 분석되었으나 ARCS모형의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수준을 적절한 수준에

하위구인들이 모든 교과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

서 유지하고 자극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이

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제시되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교수학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습모형이나 전략은 수업흐름을 위한 거시적인

영역에 대한 고려와 같은 맥락성 요인을 반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발 수 있다. 그러나 디

해야 할 것이다.

지털교과서의 각 화면이나 소규모 학습활동 단

둘째, 우리나라 디지털교과서에 적합한 표준

위에서 학습자의 동기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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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키기 위한 방법은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Babe, T.S. (1995). The validation of relevance as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관점이 성공

an independent dimension of the ARCS

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역

motivational model of instructional design.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업과정에서 디지털교

Unpublishe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과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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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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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RCS Components in the Instructional Media
Motivational Survey and Perceived Usefulness on Achievement
Using K-6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Hoseung By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anyoung Ch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amGyun Kim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eheon R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path model of ACRS components measured by
IMMS and perceived usefulness on achievement using K-6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The
participants of study were 141 elementary students in a large city. Exogenous variables were
the four components of Keller's ARCS model, and two endogenous variables were investigated
for a path analysis with repeated cross-validation method. Two samples were set up for
estimating and validating causal relationships. The Goodness-Fit-Index for estimating and
validating samples were evaluated as acceptable(estimation group: TLI=.991, CFI=.998,
GFI=.987, validation group: TLI=.956, CFI=.989, GFI=.979). The results showed that ARCS
components

had

different

impacts

on

depending

upon

the

dimensions

of

performance(achievement) and perception of usefulness. The relevance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for the estimation sample(total effect=.38 p<.01) and
validation sample(total effect=.34 p<.01), and the confidence reveal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arning achievement for the estimation sample(total effect=.37 p<.01) and validation
sample(total effect=.26 p<.01). Interestingly, attention factor revealed a negative impact on
learning achievement in the validation sample. However,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achievement.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identifying
appropriate instructional model and strategy would be necessarily important to design and
develop effective digital textbook.

Key words : digital textbook, ARCS model, instructional media motivational survey, perceived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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