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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수학 수업이 학업성취도,
수학적 흥미, 태도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s of Smart Learning Math Class on Academic Achievement, 
Mathematical Interest, and Attitude

김성태*, 강현민**, 박윤정***

Sungtae Kim*, Hyunmin Kang**, YounJung Park***

요 약 Covid –19 이후 온라인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교육기관은 더 이상 온라인 학습을 부가

적인 자료로 바라보지 않고 주된 학습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실험을 통해 스마트러닝 수학 수업이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흥미,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을 구분하여 6주간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단과 대면학습을 실시한 집단 간에 학업성취도, 수학적 흥

미,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대면학습을 실시한 집단에 비해 세 요인 모두 사전-사

후 차이가 큰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학생들은 기존의 성적 수준이 태도 변화와 학업성취도 변

화 사이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에 비해 스마트러닝을 통해

태도변화 차이가 클수록 학업성취도 점수도 크게 향상하였다.

주요어 : 스마트러닝, 학업성취도, 수학적 흥미, 태도

Abstract Since Covid-19,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no longer view online learning as an additional material, 
but use it as their main learning tool. In this study, we tried to summarize the definition of smart learning and 
examined how smart learning math classe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mathematical interest, and attitudes. We 
manipulate groups that conducted smart learning and groups that conducted face-to-face learning, and compare 
academic performance, mathematical interest, and attitudes after six weeks of learning.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smart learning group had a large values in all three factors compared to the face-to-face learning group. 
We also found moderating effect. Students with lower grades largely improv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scores as the difference in attitude changes through smart learning compared to those with higher grades. 

Key words : Smart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Mathematical interest,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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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vid-19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대부분의 교육기

관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주된 학습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온라인 학습의 효과에 대한 궁금

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온라인 학습은 많은 경우에 전

체 학습의 부가적인 역할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는 전반적인 학습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초

기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예상보다 도

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었다[1]. 하지

만 이후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점

들을 많이 제시하였고 특히 수학학습에 있어서 이러닝의

긍정적인 학습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2][3].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을 통한 수학 학습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통해 스마

트러닝의 등장과 발전, 정의를 살펴보고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인터렉션을 통해 학습 속도와 난이도를 유연하게 조

절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러닝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학적 흥미,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러닝

스마트러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려면, 1990년대부터

등장한 이러닝(e-learning)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1항에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러닝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닝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문자 그대로 전자기기 기술

(electronic)의 약자 ‘e’와 ‘학습(learning)’이 합쳐진 것으로

‘전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의미한다[4][5].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온라인 교육이나 웹 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으로 개방성, 융통성, 분산성을

가진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자 중심의 양방향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

습방법을 이러닝으로 보고 있다. 이러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대표적인 두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섯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6][7]. 학습의 효과성(맞춤형 학습, 학습자 주

도적 학습의 실현 등), 학습의 효율성(언제 어니서나 학습

가능, 무한한 수의 학습자에게 정보 전달 가능 등), 학습

의 경제성(학습에 접근하는 소요시간 적음, 정보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 적음 등), 상호작용성(학습 공동체 구축 가

능,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용 등), 수업관리의 효

율성(수업내용과 이력의 기록 및 저장, 학습정보 관리의

효율성 등)이 그 특징이며 2000년대 이후, 모바일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mobile)’의 약자 ‘m’과 ‘학습

(learning)’이 합쳐진 ‘엠러닝(m-learning)’이 등장하게 되

었고[8][9],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유비쿼

터스(ubiquitous)’ 환경에서의 학습으로 ‘유러닝

(u-learn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10][11].

스마트러닝은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

어 등장하였으며[12]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PC, 이

하 스마트패드)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이러닝으로

정의해왔다[12][13]. 현재 사용되는 온라인 학습의 개념은

스마트러닝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러닝의 핵심을 ‘스마트기기 활용’, ‘이동성

(mobile)’, ‘정보통신기술(유비쿼터스)’, ‘이러닝의 확장(이

러닝의 연장, 발전)’ 의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이

는 스마트러닝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네

가지 기준을 세운 것이며 이 기준을 통해 스마트러닝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네가지 기

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러닝은 ‘스마트기기 활용’ 측면에서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맥락적이고, 상호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이다.

즉, 스마트러닝이란 학습자가 지능적, 적응적 스마트 기능

을 갖춘 스마트기기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과 협력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4][15].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러닝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

태의 이러닝 서비스’라고 정의하였고[16],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스마트러닝은 스마트기기나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17].

둘째, 스마트러닝을 이동성(mobile) 관점에서 정의하면,

스마트러닝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 및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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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디지털기기 기반

의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또한 엠러닝의 특징 중

하나인 이동성에 중심을 두고 스마트러닝을 ‘모바일 환경

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19][20].

셋째, 스마트러닝은 정보통신기술, 즉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테크놀로지 기반

의 정보통신기술을 학습활동에 접목하여 학습 원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는 학습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21].

마지막으로 스마트러닝은 이러닝의 확장이라는 관점에

서 정의할 수 있다. 엠러닝, 유러닝과 같이 스마트러닝 역

시 이러닝의 범주안에 포함된다는 관점으로 스마트러닝

을 ‘이러닝 시스템의 스마트화’라고 정의하였는데[22] 이

는 스마트러닝을 이러닝의 연장선에서 발전된 형태로 보

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스마트러닝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23]. 기존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은

실생활 기반 과제, 학습자 중심환경, 협력적 학습,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스마

트러닝은 모바일 학습, UGC(User Generated Contents),

외부 전문가 참여, 게임화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스마트러닝의 특징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는 [그림 1]과 같이 스마트러닝의 특징을 도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러닝을 “이러닝의 발전된 형태로 유

비쿼터스 학습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스

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체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

으로는 이러한 스마트러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스마트러닝과 학업성취도, 수학적 흥미, 태도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스마트러닝과 학업성취도, 수학

적 흥미,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러닝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한 이러닝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24], 모바일 폰을 사용

하여 영어 독해 학습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폰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26] 화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이러닝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도 이러닝을 실시한 학생들이 더 학업성취와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었다[27].

스마트러닝과 흥미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과학 흥미도과 학업성취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28]. 그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

트러닝을 실시하였을 때 사후검사에서 과학 흥미도와 학

업성취도 모두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역사 학습에서도

스마트러닝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29]. 스마트러닝과

대면 강의를 비교한 결과,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에서

흥미와 학업 성취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 러닝과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의 블랜디드 학습과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30], 블랜디드 학습을 실시한 학

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수학에 대한 태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스마트러닝에 기반을 둔 학습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31]. 그

결과 스마트러닝에 기반을 둔 수학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

보다 수학적 성향과 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학적 태도

의 하위 요소 중 수학에 대한 학습 습관의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동교육청 소재의 한 초등학

교 학생 중 상위 10% 이내 수학 성적을 유지하는 4~6학

년 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

그림 1. 스마트러닝 개념의 도식화
Figure 1. Schematic Design of Smart Learning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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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하였고, 비교집단

으로 같은 성적대의 학생 30명을 선정하였다[32].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러닝 프로그램으로 수학 어플을 매

주 1~2시간씩 사용하게 한 결과,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

단의 수학적 성향과 수학적 태도(교과 학습 습관)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스마트러닝은 학업성취도,

흥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학교육

에 있어서 스마트러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로 스마트러닝을 대면상황에서 다양한 교구로 활용한 이

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완전 비대면 상황에서

스마트러닝을 실시하였을 때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수학 학습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학습 범위, 유

사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32]의 연구에서는

수학 어플리케이션 사용집단과 비교하는 통제집단은 독서

를 실시한 집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동일

한 학습 구간을 선정하고 동일하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

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과 스마트러닝 수업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업 자료를 지나치게 다양화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의 구현을 위해 강의 이외에

특별활동, 부가자료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 학습과 비교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에서도 유사한 강

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자료의 차이로 인한 효

과를 보기보다, 비대면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드

백을 주고 학습 진도를 설정해주는 방식이 전통적 강의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정리하면, 동일한

학습범위와 유사한 강의자료를 사용한 맥락에서 대면 학

습과 스마트러닝 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스마트러닝을 실시하

였을 때 흥미, 태도, 학업성취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태도가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주는 것과[33] 흥미 역시 학업 성취도에 영향

을 주는 사실을 알 수 있다[34]. 기존 성적 수준 역시 이

후에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렇

다면 수학적 흥미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가 기존 성적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도와 학업 성취도 사

이에서도 기존 성적이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정리하면 아래의 두 연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비대면스마트러닝을실시한집단과대면전통

강의수업을실시한집단간에흥미, 태도, 학업성취도의차이

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스마트러닝을실시한집단에서조절효과가존

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2-1: 스마트러닝을실시한집단에서, 기존성적은

수학적 흥미와 학업성취도 사이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문제 2-2: 스마트러닝을실시한집단에서, 기존성적은

태도와 학업성취도 사이를 조절할 것이다.

Ⅲ. 방 법

1. 실험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수학학원 중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학학

원을 대상으로 하여 비율군집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35].

실험집단으로는 동일한 스마트러닝 수학 프로그램을 사용

하도록 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청주, 진주 등의 지역에

소재한 수학학원 7곳을 선정하였고, 비교집단으로는 강의

식 수업모형을 사용하는 서울, 동탄, 판교, 부산, 울산, 대

구, 창원 지역에 소재한 수학학원 8곳을 선정하여 모두 15

개 수학학원에서 실시되었다. 학년은 초등 6학년, 중등 1

학년, 중등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목록을 작성하였

고, 각 학원의 전체 학급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군

집의 표집 목록의 크기에 비례하여 무선표집 하였다. 이

와 같은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선정한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은 총 240개의 학급에서 48개의 학급을 선택하였

다. 실험집단은 초등 6학년 42명, 중등 1학년 70명, 중등 2

학년 52명, 총 164명으로 구성하였고, 비교집단은 초등 6

학년 60명, 중등 1학년 55명, 중등 2학년 50명, 총 165명으

로 구성하였다.

2. 도구

검사도구는 수학적 흥미, 태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를 사용하여 사전과 사후 두 번에 걸쳐 측정하였

다. 먼저 수학적 흥미는 [36]의 수학적 흥미와 태도 검사

문항 중 흥미 검사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

게 수정하여 7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태도는 [37]에

서 개발한 수학적 태도 검사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4문항, ‘교과에 대한 태도’ 4문항,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지막으로 학업성취도의 경우 대치동 소재의 수학 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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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제작한 지필시험지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하였다.

본 검사지는 지난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1000여

명 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 1명, 중학교 교

사 2명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사전, 사후 두 차례에 걸쳐 수학 학업성취도를 조

사하였는데 사전검사는 각 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20문항이 출제되었고, 사후검사는 각 학년 2학기 중간고

사 범위로 20문항이 출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

학 성취도 검사는 기존 학생들의 정답률을 기반으로 하여

예상 평균 70점 정도의 난이도로 제작되었다. 검사도구

예제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학업성취도의 경우 예제문항

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러닝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은 한 온라

인 수학 교육 플랫폼 개발회사에서 만든 ACL(Advanced

Customized Learning, 이하 AC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해당 프로그램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그림 3과 같이 학습 진행 상황을 관리한

다. 먼저 학습자에게 맞춰진 과정을 선택 후 학습을 진행

하는 동안 학습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요인 항목 시기 α M SD

수학적흥미

수학은 나에게 즐거움과 자극을 준다.

사전 .869 3.56 0.69수학은 나를 불안하고 당황하게 만든다.
수학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무서운 과목이다.
나는 항상 학교에서 수학을 즐겁게 공부한다.

사후 .859 3.73 0.68
수학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주눅들게 한다.

수학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 지루하다

수학은 매우 재미있어서 나는 늘 이과목에 열중한다.

태도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나도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771 3.26 0.73

나는 수학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사후 .759 3.29 0.66

나는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교과에
대한 태도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사전 .841 3.17 0.63

나는 수학 시간이 지루하다.

수학 공부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
사후 .808 3.48 0.67

나는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을 치지 않는다.
사전 .852 3.48 0.62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꼭 복습한다.
사후 .841 3.41 0.63

나는 수학 공부를 시험 때만 열심히 한다.

표 1. 설문 도구
Table 1. Questionnaire

그림 2. 학업성취도 문항 예시
Figure 2. An example of item for measuring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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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정이 학습자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다시 학습

난이도와 학습 속도를 재조정 할지를 강사에게 정보를 전

달한다. 이를 통해 강사는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통하여

학습과정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스마트러닝의 네가지 요소를 모

두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러

닝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에서 진행하였다. 가외변인이 될

수 있는 부가적인 학습자료들은 사용하지 않고 학습 내용

은 대면 강의와 유사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되, 강사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학습과정을 평가하

여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3. 실험 절차

먼저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전 검사를 실시하

였다. 사전 검사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수학적 흥미, 태

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6주간 두 집단은 각

각 다른 형태의 수업을 통해 동일한 학습 진도의 수학 학

습을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 집단의 경우 비대면으로 스

마트러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전통

적 강의형 수업을 실시하였다. 6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역시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수학적 흥미, 태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Ⅳ. 실험 결과

1. 사전 검사 분석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사전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집단 간의 학업 성취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t(327) = .23, p = .82. 또한 수학적 흥미에도 차이가

없었으며, t(327) = -.19, p = .85, 태도에도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t(327) = -1.11, p = .27. 태도의 세 하위요인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교과에 대한 자아개

념, t(327) = -1.24, p = .22, 교과에 대한 태도, t(327) =

-1.60, p = .11,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t(327) = -.22, p =

.83,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내집단(실험집단 vs. 비교집단: 참가자 간 설계)과 검

사시기(사전 vs. 사후: 참가자 내 설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수학적 흥미, 태도, 학업성취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따른 차이(집단의 주효과)는 태도의 하위요인인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과 학업 성취도 두 종속변인에서 볼 수 있

었다. 검사 시기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의 경우, 모든 종속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수학적 흥미의 분석 결과, 검사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327) = 102.26, p < .001, ηp2 = .24. 또한,

집단과 검사시기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1, 327) =

60.73, p < .001, ηp2 = .16. 하지만,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F(1, 327) = 2.75, p = .10. 상호작용을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simple main effects)

을 실시한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집단에 따른 수학적 흥

미의 차이가 없었지만, F(1, 327) = .03, p = .85, 사후 검

사에서는 스마트러닝이 전통강의에 비해 유의하게 수학적

흥미가 높았다, F(1, 327) = 12.14, p < .001, ηp2 = .04.(그

림 4 좌측)

태도 역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검사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했고, F(1, 327) = 72.25, p < .001, ηp2 =

.18, 집단과 검사시기의 상호작용도 유의했으나, F(1, 327)

= 4.29, p < .001, ηp2 = .11, 집단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

았다, F(1, 327) = 1.84, p = .18. 단순 주효과분석 결과는

그림 3. ACL 프로그램 내의 학습관리시스템(LMS)
Figure 3. Learning Management System in AC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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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흥미와 동일하게 사전 검사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지만, F(1, 327) = 1.23, p = .27, 사후검사에서는 스마

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전통강의를 한 집단보다 태도 점

수가 높았다, F(1, 327) = 14.31, p < .001, ηp2 = .04. (그

림 4 중앙)

학업 성취도의 경우, 검사 시기의 주효과, F(1, 327) =

50.42, p < .001, ηp2 = .13,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

F(1, 327) = 29.03, p < .001, ηp2 = .09, 집단의 주효과,

F(1, 327) = 5.85, p < .05, ηp2 = .02, 모두 유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지만, F(1, 327) = .05, p = .82, 사후검

사에서는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전통강의를 한 집

단보다 태도 점수가 높았다, F(1, 327) = 21.79, p < .001,

ηp
2 = .06.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그 폭은 사전에 비

해 사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우측).

2. 스마트러닝 실시한 집단에서 사전 성적의 조절효과

수학적 흥미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사전 성적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수학적 흥미와 학업 성

취도 점수를 다시 코딩하였다. 수학적 흥미는 사후에 실

시한 흥미점수에서 사전에 실시한 흥미 점수를 빼는 과정

을 통해 수학적 흥미의 변화점수를 만들었고, 학업 성취

도 역시 사후 점수에서 사전 점수를 빼서 학업 성취도의

변화점수로 새로 코딩하였다(이후 태도 역시 동일하게 새

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수학적 흥미의 변화정도와 학업

성취도의 변화정도 사이에 사전 학업성취도 점수가 조절

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Hayes의 PROCESS

MECRO 1번을 사용하였다[38]. 그 결과, 사전 점수는 수

학적 흥미 변화와 학업성취도 변화 사이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도의 변화와 학업성취도의

변화 사이를 사전 학업성취도 점수가 조절하는지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태도의 변화정도와 사전 학업성취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5% CI[-.27,

-.06], p = .002. 따라서 학생들의 사전 성적이 태도의 변

화와 학업성취도의 변화 사이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이 높은 학생보

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태도의 변화정도가 커질수록 학업

성취도의 변화정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러닝이 수학적 흥미, 태도, 학업성취

그림 4. 집단과 시기에 따른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
Figure 4. interaction effects of each variables accroding to groups and timing

그림 5. 사전 성적의 조절효과
Figure 5. interaction effects of each variables accroding

to groups and timing



An Effects of Smart Learning Math Class on Academic Achievement, Mathematical Interest, and Attitude

- 224 -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설계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사후검사에서 수학적 흥미와 태도, 학업성취도 모두 점수

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문제 1). 또한 스마

트러닝을 실시한 집단의 경우, 태도의 변화와 학업성취도

변화 사이에 기존 성적이 조절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연구문제 2). 기존에 성적이 낮았던 학생의 경우 스

마트러닝을 실시하여 태도가 크게 증가하면, 학업 성취도

가 성적이 높았던 학생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연

구문제 2-2). 흥미의 경우는 이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연구문제 2-1). 기존 성적이 낮은 학생이나 높은

학생 모두 흥미의 증가 정도와 학업 성취도의 증가 정도

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는 몇가지 의의를 제시한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진도를 설정할 수 있는 온라

인 스마트 러닝이 기존 강의 형태와 비교하여 학생들의

흥미나 태도,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높혔다는 점이다. 이것

은 스마트러닝의 효과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다.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러

닝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태도가 증가한다면, 더 큰 폭으

로 성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스마

트러닝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한다면 더욱 효과적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태도의 세 하위 요

인에 대해 각각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흥미롭게도,

태도의 세 하위 요인 중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에서만 동

일한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성적이 낮

은 학생들이 스마트러닝을 실시하였을 때,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의 증가가 크게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크

게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실시할 때 얼마나 제대로 알고 넘어갔는지 확인해주고,

복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등의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과 관련된 장치가 있을 때 학업 성적이 낮은 학

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는 다음과 같다. 먼저, 6주간의 기간

을 통해 스마트러닝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이것

이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

시적 효과인지, 스마트러닝의 효과인지는 판단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전통적 강의를 사용하다가 6주 동안 스마트

러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학습에 몰입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조금 더 긴 기간동안 스마트러닝의 효과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스마트

러닝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는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6주간의 기간동안에 어떤 형

태로든지 중간 점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스마트러닝 학

습과 기존 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학습 현장의

상황과 맞물리어 실시하지 못했다. 추후에는 장기간의 학

습과정 동안에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측정치를 통하여 학습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

는지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황

에서 스마트러닝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상이한 태도 및 학업성취도 증가 패턴이 있

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스마트러닝

이 점점 더 개인화를 목표로 발전한다면, 학생들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학습 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존 성적 이외에 수

많은 개인 특성(성격, 학습패턴, 지능)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학 과목의 스마트러닝이 수학적 흥미,

태도,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스

마트러닝을 통해 흥미, 태도, 학업성취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존 성적과 학

업 성취도 사이에 태도의 조절효과 역시 발견할 수 있었

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스마트러닝의 장점 중 하

나는 이론적인 학습 모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교사가 주

관하는 대면 수업에 비해 구현하기 쉽다는 것이다. 온라

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스마트러닝에도 교사의 역할은 존

재하지만 그 역할이 기존의 학생 관리와 교육, 출제, 채점,

피드백의 전반적 학습을 감당하였다면 스마트러닝에서는

그 역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학습 프로그램이 교육부터

문제 채점, 가벼운 피드백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교사는 학생 상담과 같은 부분에 더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은 그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덧 편견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결과에 따르면 성적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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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대면 수업 자체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온

라인 환경에서 본인의 학습 상황을 체크하고 선생님이 조

언해주는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실

험에 사용된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단순

하게 문제를 맞추었나 틀렸나를 기준으로만 확인하였으나

최근에는 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점차 인공지능 기술을 기

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만약 발전된 기술을 통해 학생들

의 문제 이해도와 학습 수준에 대해 알 수 있고 학습 습

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 진

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학적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과 같은 요소가 추가된다면 학생들의 온라

인 학습에 대한 동기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

지 이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학습 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보기 드물며,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

습과 같은 검증된 학습 모형을 온라인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

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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