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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음

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8가지 잠정적 저해요인(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컴퓨

터 사용의 어려움, 새로운 학습방법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제, 상호작용의 어려움, 화면설계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를 도출하

였다. 이에 따라 3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3학년～6학년 학생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저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

제,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학습방법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제 이었다. 이중에서 참여 저해에 

대한 영향력은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어려움,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제 순으로 4가지였

다. 즉,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어려움,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제가 적을수록 지속할 가능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시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이나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어려움, 컴퓨터 사용

의 어려움이 있는지 고려해 초등학생에 맞는 적절한 학습설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 저해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학습자가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컴퓨터가 학습에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

발로 컴퓨터에 쉽게 접근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키워드: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사이버가정학습(cyber home study), 저해(hindrance)

I. 서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분야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예를들어, 학교교육에서는 전자교육(e-learning)을 이용하

여 학습과 관련된 제반문제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사이버가정학습은 전자교육의 활성화

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 중

의 하나이다.
정부 주도하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이버가정학습은 급변하는 지

식정보사회에서 능동적, 자율적, 창의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

원을 양성하고, 누구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학습 사회를 구

현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 보충학습

을 촉진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교육비를 경

감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1]. 이처럼 정부가 공

교육 전자교육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사이버가정학습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10%미만인 것으로 지적

되었다.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분

석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저해요인을 고려한 학습자 특성 요인

의 검증 및 실질적인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

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음

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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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 저해요인

사이버가정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학습자 특성, 교수-학
습설계, 교수-학습환경으로 분류된다.  

첫째, 학습자 특성 영역은 학습동기 및 태도와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네 가

지의 세부요인이 있다. 학습동기 및 태도는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

여하지 않거나 도전의식이 부족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학습태도는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된다[2]. 학습에 대

한 자신감과 흥미부족, 학업 성취에 대한 의지 부족과 같은 학습자

가 지닌 학습의 태도와 관련된 성향적 방해요인이 웹 기반 학습에 

있어서 학습이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3].
학습자들은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이나 프로그램 사용미숙, 시스

템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등 컴퓨터 능력 부족 외에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가 기

본적으로 컴퓨터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이버가정학습 성

공률이 높은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과 사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웹을 활

용한 학습에서 참여율이 떨어졌다[4].
둘째, 교수-학습설계 영역의 세부요인은 학습설계의 문제, 상호

작용의 어려움, 화면설계의 문제이다. 학습내용 이해의 어려움과 

학습 난이도에 관련된 문제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사이

버가정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이해하기 쉽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내용 구성이 교육효과 인식정도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강의내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이버가정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게 했고 학습

의 효과도 볼 수 없었다. 모든 학습자는 내용을 이해하고 소하하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환경의 세부요인은 환경상의 문제이다. 물리적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양한데, 
빠른 속도와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얼마만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가는 웹 기반 학습 참여도에 영향을 준다[5].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멀티미디어 자료의 실행 오류 시 학습 만족도가 저하 된다

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서버의 불안정, 느린 로딩속도, 
멀티미디어 자료 실행의 오류, 학습에 적절한 컴퓨터의 보유 여부

와 같은 물리적 환경상의 문제를 웹 기반 학습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웹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

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특히나 사이버가정학습은 가장 최소학년인 

초등학생부터 활용하는 것이기에 문제해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법과 기능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한다. 사
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

지 못하고 학습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참여 저해요인에 근거하여 <표-1>과 같이 

학습자 특성, 교수-학습 설계, 교수-학습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표-1>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저해요인

요인 하위 요인 관련 학자

학습자 

특성

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

강광민(2010), 옥지혜(2010),

박경석(2009), 박지동(2009),

김유리(2008), 한국화(2008)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Choi(1996), Chung(1999)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서혜진(2001)

Perdue & Valentine(2000)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Perdue & Valentine(2000)

교수-학습 

설계

학습설계의 문제

박경우(2009), 신재한(2009), 

김성훈(2008), 황지연(2008), 

홍경식(2008), 김덕수(2007)

상호작용의 어려움
이혜경·․최수영 (2008)

임정훈(1998), Martin(1994)

화면설계의 문제
김미량(2000), Siegel(1999)

Lynch & Horton(1999)

교수-학습 

환경 
환경상의 문제

이준·이충현(2005)

최명숙․ ․이수민(200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

습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3개 초등학교를 모집단으로 수강

생 남, 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에

서 42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이버가정학습 참여를 저해

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3가지 영역(학습자 특성, 교수-학습설

계, 교수-학습환경)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영역을 기준으로 사이

버가정학습 참여를 저해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8개의 

잠정적 저해요인(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

제, 상호작용의 어려움, 화면 설계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을 도출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은  총 33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설문결과를 점수화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

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 설문 도구의 구성 영역표와 

설문지를 교육공학 전공 교수 1인과 초등학교 현직 교사 3인을 통

해 내용 검토를 하였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 값이 .958로  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 저해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설문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과 웹 기반 학습의 참여 저해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지속, 비지속)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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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요인 중 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 컴퓨터에 대한 부담

감,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학습설계

의 문제, 상호작용의 어려움, 화면설계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저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독립요인들이 참여 저해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다.

ln
 =  ⋯

          
∙⋯⋯  로지스틱회귀계수
∙  지속할확률

    ∘ ln

 지속

∘  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
∘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  학습설계의 문제
∘  상호작용의 어려움
∘   화면설계의 문제
∘  환경상의 문제

이 로짓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모형의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단계

단계 83.276 8 .00

블록 83.276 8 .00

모형 83.276 8 .00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통계 값은 83.276, 유의확률 .00으로써 “모든 독립변수 회귀계수가 

0이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05에서 세 변수 

중 하나라도 유의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

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모형검정 및 비지속 여부 분류의 정확도

예측값 정확도(

%)지속 비지속 전체

관찰

값

지속 164 57 221 74.2

비지속 81 127 208 61.1

전체 164 57 221 67.8

-2LL=511.050,

χ2(절편모형-이론모형)=83.276(df=8,p=.00), Nagelkerke R2= .23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

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연구자가 설정

한 이론 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값은 83.276, 이에 따

른 유의확률은 .00으로써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저해요인 학습자 

특성, 교수-학습설계, 교수-학습환경이 사이버가정학습 참여를 지

속하게 하는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의미가 있다. 지속과 비지속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비속의 경우 74.2%, 비지속의 경우 전체의 61.1%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67.8%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지속 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중도탈락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해요인
회귀

계수

표준

편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

(B)

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
.00 .11 .07 1 .77  .96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59 .11 28.34 1 .00* 1.81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22 .11 3.78 1 .49* 1.25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27 .13 4.39 1 .03* 1.31

학습설계 문제 .07 .13 .32 1 .47* 1.08

상호작용의 

어려움
.00 .13 2.19 1 .13 .819

화면설계의 문제 .88 .12 .51 1 .47 1.09

환경상의 

문제
.79 .09 .67 1 .41 1.08

상수 -2.425 .37 41.81 1 .00 .88

상수 -1.24 .65 3.61 1 .06 .29

p<.05


독립변수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론적 배경과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된 독립변수 유의확률은 학습동기 및 태도의 

문제(p= .77),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p= .00), 컴퓨터 사용의 어려

움(p= .49),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p= .03), 학습설계 문제(p= 
.47), 상호작용의 어려움(p= .13), 화면설계의 문제(p= .47), 환경

상의 문제(p= .41)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5에서 참여 저해요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Wald=28.34, p= 
.00),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Wald=3.78, p= .49), 새로운 학습 방

법의 어려움(Wald=4.39, p= .03), 학습설계 문제(Wald= .32, p= 
.47) 네 가지이다. 네 가지는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참여 저해요인 

중에서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제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ogit(비지속) = -2.42 + .59(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 .27(새로운 학습 

방법의 어려움) + .22(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 .07(학습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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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

로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학습설계의 문

제, 새로운 학습방법의 어려움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초등 학

습자들은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학습설계

의 문제, 새로운 학습방법의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지속할 확률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꾸준한 지속을 위해 학습자들이 컴퓨터에 대한 두

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접촉의 기회를 높여주며, 컴퓨터를 활용

한 학습이 학습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콘텐츠를 제

공하,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시간을 늘려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둘째, 초등교육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를 높이기위해서는 

특히 컴퓨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 초등 학습자들은 컴퓨

터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 하는가 반면 컴퓨터가 학습에 유용하

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학습에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
한 학습자들이 컴퓨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할수록, 편리하다

고 생각 할수록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가 증가한다. 사이버가정학

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컴퓨터에 대한 부담

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자주 활용하

여 컴퓨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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