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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e-Learning 첨단매체의 교육적 활용은 기존 교육현장에서 제한적이었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e-Learning 첨단매체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Learning 첨단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수학습환경에서 교사들의 매체활용 교수수행에 미치는 변인들과 이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이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교실환경
의 구축 및 교사의 교수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e-Learning 첨단매체가 통합적으로 구비된 학습환경에 있는 교사 189명(초등: 123명, 중등: 66명, 남성: 99명,
여성: 90명)이었다. 교사의 교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지지,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 교사의 매체
활용 신념 및 태도, 교사의 매체활용 시간, 그리고 교육효과 인식 등이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수립한 후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57개
의 설문문항이 개발되어 온라인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  =0.15,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교사의 매체활용효능감에


대한 설명력  =0.44,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시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 그리고 교사


의 교수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대한 설명력  =0.30,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대한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

  =0.70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적합지수들
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향후 e-Learning 첨단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환경에서 교사의 교수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 및 연구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e-Learning, 교수수행, 사회적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교육효과 인식,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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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바일 통신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통해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예견하고 이에 수반될 교육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습경험과 학
습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특히 국내에서는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재윤, 권기덕, 임진호, 2004; 서정희 외, 2005). 교수매체 관련 선행연구들
은 컴퓨터와 같은 교육매체의 활용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학습동기 등을 증진시
킨다고 보고해 왔다(Brain & Ross, 1999; Sivin-Kachala & Bialo,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비
쿼터스 교육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보다
더 발전된 테크놀로지와 시스템에 의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김영환, 2008).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프로젝트, 영국의 학교 재건축
프로젝트인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일본의 열린학교 등은 모두 첨단교수매체를 통해
학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를 증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컴퓨터, 빔프로젝터,
IPTV, 타블렛 PC 등의 교수매체를 설치하고 교수매체 활용을 위한 교사연수를 기획 및 운영하
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에서의 교수매체의 활용은 미비한 실정
이다(Bauer & Kenton, 2005; Ertmer, 2005; Hernandez-Ramos, 2005).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교사용 PC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교수매체를
통한 학습환경 개선의 노력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Kim & Keller, 2011).
예를 들어, 타블렛 PC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찬반토론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
전 교사의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은 단순히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학생들 성적의 평균 및 총점을 산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
동안 매체의 교육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요인을 매체활용에 대한 신념과 같은 내적인 요
인과 매체에의 접근성 및 보상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왔다(Ertmer, 1999,
2005; Hew & Brush,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매체로써 컴퓨터, 타블렛 PC, 전자칠
판 등의 개별 매체 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고 다양한 최첨단 매체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된
교실환경에서 교사의 통합적인 매체의 교육적 활용 및 그에 따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교수매체활용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
과를 참조하여 첨단 교수매체가 통합적으로 구축된 학습환경에서 교사들의 매체활용 및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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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어촌 소재 도서벽지 지역 초․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전원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Learning 첨단교수매체 즉, 타블렛 PC, 유무선장비,
상호작용

전자칠판,

교육정보지원시스템(educational

support

system),

각종

수업지원

S/W(diverse instructional support software) 및 원격강의 솔루션(distance education solution)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범 학교 교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e-Learning 첨단교수매체가 통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원학교 시범학교 교실환경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 교사들의 매체활용에 대한
사회적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와 교사들의 매체활용시간 및 효과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교사들의
매체활용 시간 및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의
구조적 관계는 적합한가?”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
수학습환경에서 교사의 교수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매체활용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Learning 첨단교수매체가 구축된 교실환경에서 매체활용을 통한 교수수행은 학습효과 및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칠판, 타블렛 PC,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인 파스텔을 교육적으로 활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의 매체활용은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나 단일 교수매체활용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 교사관련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를 둘러싼 인
적자원들의 사회적 지지,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를 제시해 왔
다. 따라서 매체활용을 통한 교수수행과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중 교사의 교수수
행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와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각기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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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1981)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란 정서적 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
밀감), 평가적 지지(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 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사회
적 서비스를 활용 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 지지(실제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 시 효과를 갖는
실제적 도움)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 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란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인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실제로 제공 받는 심리적․물질적 지지를 의미한다.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가 높으면 교사는 직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보다 높이 인식하여 교사 자신
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을 증진시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권귀염, 2002; House, 1981). 매체활용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매체활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Fox & Henri, 2005; Hew
& Brush, 2007). 교사 주변의 핵심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교수활동에 대한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주변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과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들에서
참조할 수 있다 (조한익, 2011; Legault, Green-Demers, & Pelletier, 2006).

2) 매체활용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신감
(self-confidence)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의 강도라고 정의되나(Vealey, 1986),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믿음의 강도와 함께 인지된 능력
의 구체화된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를 지닌다.
학구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습과제를 요구되는 수준에서 수행하려는 학습자의 지각된 능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미래의 학업과정 및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Bandura & Shunk, 1981; Bong, 1997; Schunk, 1991). 이와 관련하여 매체활용 자기효능감이란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교수매체에 대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일컫
는 것으로 교수매체의 발전과 함께 수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Young, 1996). Murphy(1998)는 하이퍼미디어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피험자들의 시
스템 사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수행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분석 229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는 능력에 자신이 없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시스템의 정보들을 의심없
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자원의 장소를 알
아내는 능력에 자신이 있고 정보 검색에 끈기를 가지고 정보를 찾았다. 또한, 오윤진(1999)의 연
구에서는 웹기반 협동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학습참여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교사들의 매체활용을 통한 교수수행 및 효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신념 및 태도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른 하나는 교수매체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와 신념이다(Hermans, et al., 2006). 태도는 교수매체 활용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
고 있는 좋고 나쁨의 느낌을 의미하며(Hew & Brush, 2006), 신념이란 교수매체 활용이 옳다고
수용하는 심적 태도를 의미한다(Ertmer, 2005).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이 태도 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Bodur, Brinberg, & Coupey, 2000).
교수활동에 교수매체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교사들의
교수매체에 대한 신념에 달려있다(Ertmer, 2005). Ertmer 외 (1999)의 연구에서 컴퓨터와 같은
교수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교수매체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교과외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호주 중학교에서 휴대용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
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과 학생들은 컴퓨터가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학습을 촉진시키지 못한다
고 믿고 있었다(Newhouse, 2001).

2.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교수매체 활용을 위한 교수수행 및 효
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사회적 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를 선정
하였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구조적 관계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
는 외생변인으로, 매체활용 효능감과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는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
적 지지는 매체활용 효능감과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를 높여줌으로써 매체활용 시간과 교육효
과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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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적 관계 모형

이러한 연구모형은 컴퓨터와 같은 단일 교수매체활용에 근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
여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매체활용 효능감 및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성자 외, 2008; Hennessy et al., 2005; House, 1981), 매체활용 효능감이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Murphy, 1998), 매체활용(Murphy, 1998), 교육효과 인식(오윤진, 1999)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가 매체활용(Ertmer, 1999, 2005; Hughes, 2005) 및 교육효과 인
식(Karagiogi, 2005; Newhouse, 2001)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교수매체활용이 교육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
구결과(Brain & Ross, 1999; Sivin-Kachala & Bialo, 2000)에 기반하여 매체활용시간이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에 따른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H-1-1.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H-2-1.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은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은 교사의 매체활용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은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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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H-3-1.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는 교사의 매체활용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는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H-4-1. 교사의 매체활용 시간은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e-Learning 첨단교수매체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시범연구학교로 선정된 110개 초․중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이다. 연구학교에 소속된 초․중등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제공하여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총 189명이었다. 교사들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 123명 (65%) (남자: 62명, 여자: 61명), 중학교 교사 66명 (35%) (남자:
37명, 여자: 29명) 이었으며, 경력별로는 10년 이하 74명 (39%), 10-20년 이하 63명 (33%), 20년
이상 52명 (28%) 이었다.

2. 연구도구
e-Learning 첨단교수매체가 구비된 학습환경에서 사회적지지, 매체활용효능감, 매체활용 신
념 및 태도, 매체활용시간, 교육효과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도구
가 활용되었다. 온라인 설문도구는 교사의 기초정보, 사회적 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매체활용 시간, 그리고 교육효과 인식 등 6개 영역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의 설문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기초정보는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학교급, 성별, 교직경력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영역은 e-Learning 첨단교수매체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구성
원인 학교장,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들의 지원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써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검사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주변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지지 정
도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검사문항은 “우리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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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전원학교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었으며, 총 8문항이 개발되었다. 검사도구 신뢰도 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매체활용 효능감은 임정훈, 한승연, 김세리, 성은모 (2010) 연구에서 사용된 매체활용에 대한
검사도구를 참고하여 e-Learning 첨단교수매체인 전자칠판, TPC, 교육포탈서비스인 파스텔에
대한 활용능력수준에 대해 자기평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검사문항은 “TPC(개인용 노트
북)이 갖고 있는 각종 기능을 잘 알고 있다.”, “ TPC(개인용 노트북)이 갖고 있는 각종 기능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전략을 잘 알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문항이 개발되었다.
검사도구 신뢰도 Cronbach α는 .94로 나타났다.
매체활용 태도 및 신념 영역은 Davis (1989)의 기술수용모형 진단도구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
육매체를 활용하려는 교사의 태도 및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검사문항은
“전원학교 e-Learning 교수학습매체 활용 수업은 중요하다.”, “앞으로 전원학교 e-Learning 교수
학습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문항이 개발
되었다. 검사도구 신뢰도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교수매체활용 시간 영역은 교수매체 활용을 위한 준비시간, TPC․전자칠판․파스텔의 평균 수업
활용 시간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문항은 “선생님은 한 차시 수업 중 TPC를 평균 몇
분정도 활용합니까?”, “선생님은 한 차시 수업 중 전자칠판을 평균 몇 분정도 활용합니까?” 등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문항이 개발되었다. 검사도구 신뢰도 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 인식 영역은 교수매체 활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써 임
정훈 외 (2010)와 이종연 외(2006)에서 사용된 성과인지도 검사도구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수매
체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교육효과 인식 검사도구는 “전원학교 e-Learning 교수학습매체활용 후 수업시간
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이 다양해졌다,” “전원학교 e-Learning 교수학습매체 활용 후 학습
자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준비의 효율성 6문항, 수업
운영의 효율 및 효과성 7문항, 수업결과에 대한 효과성 13문항 등 총 26문항이 개발되었다. 검사
도구 신뢰도 Cronbach α는 .99로 나타났다.
최종 개발된 검사도구의 전체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설명하
는 요인 적재량 즉, 타당도가 .87로 나타났으며,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는 0.98로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연구절차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수행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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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e-Learning 첨단교수매체 활용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태도
및 신념이 선정되었고 종속변인으로 매체활용 시간과 교육효과 인식이 선정되었다. 이후 선행문
헌 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교사의 기초정보,
사회적 지지, 매체활용 효능감, 매체활용 태도 및 신념, 매체활용 시간, 그리고 교수매체 활용에
따른 교육효과 인식 등 6개 영역에서 총 57문항의 설문문항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설문문항은
교육공학전문가 3명, 연구시범학교 선도교사 3명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되어 최종 온라인 설
문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연구시범
학교 사업을 추진 및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연구시범학교 교육용 온라
인 포털 사이트인 ‘파스텔(www.fastel.kr)’에 개발된 온라인 설문문항을 탑재하였다. 온라인 설
문은 110개 연구시범학교 소속 교사들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고, 설문은 2주 동
안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총 198명이었으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
의 자료를 제외한 189명의 자료가 최종적 결과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및 분석도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환경에서 교사의 교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 및 태도,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시간, 그리고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 등의 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모형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의 분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관계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포괄적이고 다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배병렬,
2009).
구조방정식모형에 따른 자료분석은 모형식별, 모수추정, 모형적합도 평가, 모형수정, 수정된
모형의 식별, 수정된 모형의 모수추정,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평가, 그리고 최종모형 도출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
으며,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는 Bentler (1990)와 Kaplan (1990) 등이 제시한   검
정(CMIN), GFI(적합지수, 0.90 이상), CFI(비교적합지수, 0.90 이상), TLI(터커-루이스지수,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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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RMR(잔차평균자승이중근, 0.8 이하), SRMR(표준잔차평균자승이중근, 0.8 이하), 그리고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0.8 이하) 등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도
구로는 AMOS 18.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교사의 교수수행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수행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구조적 관계 즉, 주요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
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으로 실시된다. 우선, 측정모형 분석을 살펴보면, 측정모형 분석은 주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전 연구 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변인들의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N=189)
측정변인
사회적 지지인식

교수매체활용 지식
교수매체활용 의지
교수매체활용 시간

교육성과 인지도

학부모
학생
학교장
동료교사
TPC
전자칠판
파스텔
유용성
편의성
TPC
전자칠판
파스텔
수업준비
수업운영
수업효과

비표준화계수
1.96
1.93
1.90
1.00
1.13
1.00
0.97
1.00
1.05
1.00
0.63
1.01
1.00
1.01
0.93

표준화계수
0.91**
0.91**
0.90**
0.61**
0.96**
0.83**
0.80**
0.90**
0.96**
0.76**
0.68**
0.89**
0.93**
0.97**
0.93**

**: p<.01

<표 1>에 제시된 측정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요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과 주요변인 간의 경로로서 표준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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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의 추정치는 0.61에서 0.91, 교수매체활
용 지식은 0.80에서 0.96, 교수매체활용 의지는 0.90에서 0.96, 교수매체활용 시간은 0.68에서
0.89, 교육성과 인지도는 0.93에서 0.97의 범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측정수치는 0.70 이상이
면 측정모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변인별 평균측정수치가 0.70이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변인과 측정변인은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구조적 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와 측정된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모
형이 현실에 잘 맞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Bollen, 1989). 따라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주요변
인들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모
수추정치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가설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C.R.

결과

H-1-1 사회적 지지

→

매체활용 효능감

.82

.21

3.99**

채택

H-1-2 사회적 지지

→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58

.16

3.55**

채택

H-2-1 매체활용 효능감

→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45

.07

6.69**

채택

H-2-2 매체활용 효능감

→

매체활용 시간

.42

.12

3.40**

채택

H-2-3 매체활용 효능감

→

교육효과 인식

.19

.06

3.14**

채택

H-3-1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

매체활용 시간

.35

.13

2.68**

채택

H-3-2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

교육효과 인식

.75

.07

10.70**

채택

H-4-1 매체활용 시간

교육효과 인식

.07

.05

1.45**

기각



→







매체활용 효능감의  =.15,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  =.44, 매체활용 시간  =.30, 교육효과 인식  =.70
*: p<.05, **: p<.01

<표 2>에 의하면,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에 대한 다중상
관자승   =0.15로 15%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에 대한 설명력   =0.44로써 44%를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의 교수매체활용 시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 그리고 교사의 교수매체
활용 신념 및 태도에 대한 설명력   =0.30으로써 30%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대한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   =0.70로 나타나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의 교수수행의 결과인 교육효과 인식의   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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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비교적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가설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가설 H-1-1(사회
적 지지→매체활용 효능감)의 E=0.82, S.E.=0.21, C.R.=3.99, p<.01로 유의미하였으며, 가설 H-1-2
(사회적 지지→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도 E=0.58 S.E.=0.16 C.R.=3.55, p<.01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가설 H-2-1 (매체활용 효능감→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은 E=0.45, S.E.=0.07, C.R.=6.69,
p<.01으로 유의미하였고, 가설 H-2-2 (매체활용 효능감→매체활용 시간)도 E=0.42, S.E.=0.12,
C.R.=3.40, p<.01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가설 H-2-3 (매체활용 효능감→교육효과 인식) 역시
E=0.19, S.E.=0.06, C.R.=3.14, p<.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설 H-3-1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매체활용 시간)도 E=0.35, S.E.=0.13, C.R.=2.68, p<.01로 유의하였으며, 가설 H-3-2 (매체활
용 신념 및 태도→교육효과 인식) 역시 E=0.75, S.E.=0.07, C.R.=10.70, 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가설 H-4-1 (매체활용 시간→교육효과 인식)은 E=0.07, S.E.=0.05, C.R.=1.45,
p>.05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H-4-1은 기각되고,
나머지 인과관계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과 모형을 설명하는 적합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모형의 적합지수는 Bentler (1990)와 Kaplan (1990) 등이 제시한
GFI, CFI, TLI, RMR, SRMR, 그리고 RMSEA 등의 지수들이 활용되었다. 이론적 기초모형에 대
한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이론적 기초모형의 적합도(N=189)
적합지수

  (CMIN)

GFI

CFI

TLI

RMR

SRMR

RMSEA

결과치

289.90

0.91

0.93

0.92

0.05

0.07

0.07

이론적 기초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의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본 결과,   =(125, N=189)=289.90,
p<.01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는 측정변수나 사례 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
에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배병렬, 2009). 이에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정하는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GFI=0.91, CFI=0.93, TLI=0.92, RMR=0.05, SRMR=0.07, 그리고 RMSEA=0.08로 나타났으며, 적합
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수행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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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초모형의 인과관계에 따른 모수추정치를 시각화 하여 제시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교사의 교수수행 및 효과인식 변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모형의 추정치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환경에서 교사의 매체활용에 따른 교
수수행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교사의 첨단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
교사의 첨단교수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 교사의 첨단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 및 태도, 교사
의 첨단교수매체활용 시간, 그리고 이에 따른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 간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학습환경에서 학교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
의 매체활용 효능감과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매체활용 시간
과 교육효과 인식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를 둘러싼 학교구성원의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실제 교수수행 및 교수수행에 대한 성과인
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새로운 매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교사의 매체
활용에 대한 효능감과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려는 교사의 신념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수매체의 활용 시간이나 교육효과 인식 등의 교수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지지가 높으면, 교사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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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 인식하게 하여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권귀염, 2002; House,
1981)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구성원의 지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사 자신이
새로운 매체활용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신념과 태도 형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교사로 하여금
새로운 매체의 활용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매체활용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며, 새로운 매체활용에 따른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은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 및 태도 형성
과 새로운 매체의 활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은 새로
운 매체활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Becker, 1999; Chu, 2000; Dirksen &
Tharp, 2000; Shaunessy, 2003; Smerdon et al., 2000), 이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는 교사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시
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사의 효능감 즉, 매
체활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교수매체를 최적정 수준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념과 태도를 형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체활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Hughes, 2005). 즉, 교사
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효능감은 매체활용에 대한 긍정적 신념 및 태도의 형성과 매체활용 시간
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록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효능감이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설명력이 18.5% 정도
에 그쳐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효능감 그 자체가 교수매체활용을 통한 교육효과 인식을 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매체활용 효능감은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과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육효과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보다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시간은 교사의 매체활용 효능감과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과 태도
에 영향을 받지만,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매체활용에 있어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에 대한 양적 기준보다는 얼마나 수준 높게 활용하는
가에 대한 질적 기준이 보다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최종적인 교수수행의 결과로써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과 태도’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75.1%의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교사의 교육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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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설명하였다. 이는 이론적 기초모형에서 교사의 다른 변인들이 교사의 매체활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적으로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세웠으나 교사의 매
체활용 시간은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학교현
장에서 새로운 매체를 많이 활용하느냐에 대한 양적인 기준보다는 새로운 교수매체의 교육적
활용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신념과 태도변인과 같은 교사의 심리적 또는 내적
변인이 교육효과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된다. 본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학교현장
의 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Learning 첨단교수매체의 통합적 활용에 있어 본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새로운 매체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양적으로 활
용하려는 시도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가 최종적인 교육효과 인식에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교수수행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
사들이 새로운 매체를 일정기간동안 활용한 후에 매체활용 시간이 교사의 교육효과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매체활용 교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경로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한 가지 경로는 학교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
을 높여주고,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효능감은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
성시킴으로써 궁극적인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다른 경로는 학교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궁극적인 교육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로를 종합해보면, 교사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
들의 지지와 새로운 매체활용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태도 변인이 교수수행에 매우 중요한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환경에서
교사의 교수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결론 두 가
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교사의 교수수행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를 높여야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교육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에 해당된다. 새로
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체활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는 교수과정에 있어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교사자신뿐만 아니라 학습자, 학부모, 학교장 또는 동료교사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평가를 받
음으로써 적잖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e-Learning 첨단교수매체를 활용
한 교수․학습환경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의 사회적 지원
은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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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85)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지지는 교사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학
생, 학부모, 학교장, 그리고 동료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의 행위로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원학교의 교
육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
필요하며, 학교장이나 학부모들도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적 노력을 수행하는 교사들에 대
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
적 지지는 교사가 새로운 교수매체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고, 제안, 정보, 지시 등을 말한다. 또
한 다양한 연수의 기회와 교사들 간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회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정보네트워
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질적 지지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활동에 있어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수학습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교수 기자재의 구입, 관련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적 지지는 교사의 교수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부정적인 피드백 보다는 인정, 칭찬, 존중 등과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원학교 사업은 시작단계에 있다. 이는 곧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수수행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교사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교수매체활용에 대한 교사의 신념 및 태도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의 심리적 내적동기를 충만 시키는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앞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학
교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로 하여금 직업의 가치인식이나 전문성을 높이 인식시켜 교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문자, 문수백, 민하영, 2008; 권귀염, 2002; House, 1981).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사회적 지지인식이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를 58% 설명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결과인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신념 및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매체활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다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신념 및 태도는 교사의 다양
한 개인적․교육적․사회적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는데, 이중에서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교육적
경험이 교사의 매체활용 신념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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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 1999; Chu, 2000; Dirksen & Tharp, 2000; Shaunessy, 2003; Smerdon et al., 2000). 교사
들이 교수매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교수매체 자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교수매체를 활용하
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한다(Hughes, 2005). 또한 교사가 교
수매체활용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지 못하면, 매체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교
수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박인우, 정한호, 2006). 본 연구에서 매체활용 효
능감이 교사의 교수매체활용 신념 태도를 45% 설명한다는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Learning 첨단교수매체의 교육적 활용을 통해 교사의 교수수행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사의 매체활용에 대한 교육적 경험, 즉 교수매체활용에 교육연수 및 연구회 활동 등을 지속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매체활용에 대한 신념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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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ffecting
on Teachers' Teaching Activities and Effect Perceptions through
Using E-learning Cutting Edge Media*1)
Jin, SungHee**2)
Sung, EunMo***
Educational use of e-Learning cutting edge media is aiming to improve educational quality
by upgra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Teachers' efforts and practices for using e-Learning
cutting edge media in school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educational quality improvement
by new medi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ffecting on teachers' technology integration and effect perceptions in
classrooms established e-Learning cutting edge media. The participants are 189 teachers
(elementary: 123, middle: 66; male: 99, female: 90) who work for the model schools that
established e-Learning cutting edge media. Independent variables are defined as social support,
teacher's self-efficacy for using media, teacher's belief and attitude and dependent variables
are defined as using media and educational effect perception. 57 survey items were developed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is used to estimate
the hypothesis model among variables. The results of analyzing multipl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re as follows: social support's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on self-efficacy for media
use, = 0.15,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for media use on
teacher's belief and attitude, =0.44,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for media use, belief and attitude on teacher's media use hours, =0.30,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belief and attitude, media use hours on teacher's
effect perception, =0.70. Implications for improving of teacher's technology integration are
discussed based on research results.
Key words: e-Learning, teaching activity, social support, self-efficacy, belief and attitude, effect
percep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0 Korea Human Resource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Inha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2)
*** Post-Doctoral Researcher,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Santa Barba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