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6. 7)

257

학업성취여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학습동기 향상 연구 
진명숙O, 오석* 

O*명지전문대학 정보통신과

e-mail: msjin@mjc.ac.krO, ohsuk@mjc.ac.kr*  

A study of enhancement of learning motivation using an 
achievement check list

Jin MyungsookO, Oh Suk*

O*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Myongji College 

● 요   약 ●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외재적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자가 개입하여, 한 학기 학습 계획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수

행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그 효과 분석을 통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성취여부 체크 리스트(Achievement Check List)

I. 서 론

학습 동기는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 학습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많은 교수학습 방법이 연구되

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외재적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대학 프로그

래밍 수업에서 교수자가 직접 개입하여 한 학기 전체 학습 계획(로드맵)
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 수행 체크 리스트를 준비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기입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교수‧학
습 모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다.

II.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범주에 따라 칭찬이나 인정, 경쟁 등의 외재적인 자극으

로부터 유발되어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외재적 동기와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흥미나 욕구와 같은 내재적 강화에 의한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2]. Keller는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ARCS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주의력(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을 포함한다. 주의력은 호

기심, 주의환기, 감각 추구 등의 개념들과 관련되어져 있으며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학습내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학습자극을 주어야 

하며 관련성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현재 흥미와 목적, 과거의 경험 

등이 연결되어 학습에 

반영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감은 학습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노력에 따른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높은 동기유발

의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만족감은 학습동기 유발 전략이라기보다 

유지시켜주는 전략이라고 보았다[3]. 

Ⅲ. 본 론

본 연구는 외재적 동기 부여를 위해 교수자가 한 학기 전체 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수행 체크 리스트를 학습자들에게 배포하고 14주 

간 학습자가 스스로 출결, 예‧복습, 과제 및 퀴즈와 시험 결과를 교수자

의 피드백을 참조하여 기입하고 확인하게 하였다. 같은 설문항을 

사용하여 수업시작 2주 후에 그리고 14주차에 각각 학습자의 학습동기

를 검사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 그림 1은 학생이 사용한 체크 리스트이며 다음은 수업 시나리

오이다.

1.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한 학기 단위의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며 

학습자는 체크 리스트와 함께 강의계획서를 앞‧뒷면 표지 안쪽에 

붙인 노트를 준비한다.
2. 학습자는 교수자가 미리 제시한 예‧복습을 매 수업 시간 전에 

수행하고 그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거나 실습의 경우, 실행 화면을 

캡처하여 노트로 옮긴다. 학습자 스스로 예‧복습 수행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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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크리스트 양식

 

평가하여 체크 리스트에 기록하고 수업 시작 전에 노트를 제출한다.
3. 퀴즈나 과제는 채점 결과를 피드백 받아 학습자가 점수를 기입한

다.
4. 교수자는 수업 시작 시 학습자의 노트에서 예‧복습이 끝난 부분에 

서명하고 노트를 반환하여 학습자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수자는 학습자의 실습시간과 쉬는 시간에 예‧복습을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6. 교수자는 각 학습자의 예‧복습 내용 중 수업에서 공유할 부분을 

찾아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수업에 활용한다.
7. 교수자는 학습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학습자를 따로 온‧오프라인

을 통해 면담하거나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8.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퀴즈나 과제 성적이 부진한 경우, 보너스 

과제나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만회할 기회를 주어 학습동기를 부여한

다.

본 연구는 공학계열 2학년 47명을 대상으로 14주차에 걸쳐 진행하

였다. 교수자는 1학기 분량의 예․복습 리스트와 과제 내용 및 제출일, 
그리고 퀴즈 범위와 일정을 미리 공지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그룹문자

나 공지를 통해 예․복습 범위와 내용을 송부하여 학습자를 자주 환기시

키고 퀴즈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어 학습자들이 학업 성취 

여부를 기록하는 것을 독려하고 감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Keller가 ARCS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IMMS(Instruction Materials Motivation Scale)[3]를 번역

한 후 프로그래밍 수업과 관련지어 수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네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학습동기를 측정하였다.
체크리스트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학습동기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의 평균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학습동기의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 평균은 3.45, 사후 평균은 3.53으로 사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검증 결과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p값이 .00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주의력 변인의 사전검사 평균은 3.46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3.51로 

향상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신감의 경우에도 

사후검사의 결과가 사전검사의 결과보다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검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관련성 

변인의 사전검사 평균은 3.57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3.7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감의 경우도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종속변인 대응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학습동기
사전 3.45 .292

-3.432*
사후 3.53 .273

표 1 체크리스트 활용 집단의 학습동기 비교

Ⅳ. 결 론

체크리스트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학습동기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를 통해 Keller의 ARCS 모형 중 관련성과 만족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학습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습동기 하위요소 중에서 특히 

관련성과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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