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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정치에서 미디어는 시민들의 정보 습득, 태도의 형성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책을 이해하고 

정치인을 평가한다. 그런데 수용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디어가 어

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해서는 엇갈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즉,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적 부정주의, 냉소주의, 불만을 심화시

키는 한편 정치효능감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반대

로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효능감을 고취시키고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슈 

관여도에 주목하였다. 이슈 관여도란 특정 이슈에 대해 개인이 자신

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슈 관여

도가 높을수록 정보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미

디어 이용’을 ‘높은 정보 탐색 욕구를 바탕으로 중심 경로를 통한 

인지 과정을 포함하는 적극적 정보 탐색 행위’로 정의하고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관여도와 능동적 미디어 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여도는 개인의 정치효능감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관

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

해 사안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며 대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인식이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정치 혹은 정치 이슈에 대한 관여

도가 높을수록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결과적으로 정치

효능감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수업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

에 따라 정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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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슈 관여도를 독립 변인으로, 능동적 미디어 이용과 

정치효능감을 각각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능동적 미디어 

이용을 정의적ㆍ기능적ㆍ인지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정보탐색욕구,

정보탐색행위, 정교화 가능성을 하위가설의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1.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다.

하위가설 1.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정보 탐색 동기가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2.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하위가설 3.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정교화 가능성

이 높다.

■ 주가설 2.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2～3학

년에 재학 중인 247명을 대상으로 모둠별 미디어 활용수업을 실시

하였다. 수업 전후 이들로부터 받은 설문지 243부 중 미응답 항목을

포함한 경우를 제외한 215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가설 1과 하위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이 나타나며 특히 정보탐색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가설 2., 3.과 주가설 2는 기각되

었다. 이슈 관여도와 학습자의 정보탐색행위, 정교화 가능성, 정치

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는 이슈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기존에 연구에 비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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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수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교육에서 많이 논

의되지 않은 학습자 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다룸으로써 미디어 활용

수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주요어 : 관여도, 능동적 미디어 이용, 정보탐색욕구, 정보탐색행위,

정교화 가능성, 정치효능감

학 번 : 2005-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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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습득한다.

특히 SNS와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는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에서 기성세대보다 훨씬 활발히

활동하며 자유자재로 정보를 생산해 낸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특히 사회과 교육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현 시점의 사회적 이슈와 쟁점은 사

회과 교육의 주요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기능

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하고 참신한 수업에 대한 요구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위상은 정치 분야에서도 비약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신문과 TV 뉴스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

는 중요 통로였으며 최근에는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

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일도 흔

해졌다. 선거철에는 유명 인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투표 인

증과 함께 주변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

었다. 그렇다면 평소 인터넷과 미디어의 활발한 이용자인 청소년들

역시 미디어를 통한 정치 뉴스의 습득이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라

고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창호(2012: 24)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소

셜미디어 이용 동기는 친구 교제(52.3%), 취미생활 정보제공(19.3%),

일상생활 정보제공(10.7%), 연예 및 오락 정보제공(9.5%), 학업 관련

정보 제공 순이었고, 정치 및 사회적 쟁점에 관한 의견 교류(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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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정치에 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대화가 말하기보다 듣기에 치우

쳐 있는 것(박정서, 2012: 15) 역시 우리 사회의 빈약한 정치 문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 미디어 활용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선행 연구에서

정치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엇갈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

면 TV와 신문 등을 통해 정치적 뉴스를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정

치적 지식과 정치 효능감이 높다. 반대로 정치 뉴스에 관해 미디어

를 통한 정보 습득을 많이 할수록 정치적 냉소주의와 부정주의가

심하고, 정치 효능감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후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의 편파적인 보도와 자극적인 보도 방식 때문

에 정치적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오히려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갖게 된다. 정치 뉴스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는데, Pinkleton & Austin(2001, 2002)은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디어 이용이 정치효능

감 및 투표 행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굳이 청소년들을 정치에 대한 부정주의나 냉소주의, 혹

은 낮은 정치 효능감에 빠뜨릴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 교육에 미디

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옴직도 하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의 공존은 오히려 정치 교육에

있어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가 된다. 미디어 이용

이 부정적인 정치적 태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전달

하는 메시지의 편향성을 인식하는 한편 과장적이거나 부정적 보도

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미디어는 흥미를 끌기

위해 정치인들 간의 경쟁 구도를 토대로 하여 승패 위주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구도를 벗어나 정치적 쟁점과 갈등의 조

정 과정을 위주로 정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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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

은 비록 정치 뉴스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성년

이후 정치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결국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치 교육에 있어서 미디어의 도입은 반드

시 필요하다.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여도를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 관여도는 ‘이슈에 대해 수용자가 자신과 관련되

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여도와 능동적 미디어

이용, 정치적 냉소주의와 부정주의, 정치 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힌

Pinkleton & Austin의 연구(1997) 이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관여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자

의 정보 탐색 동기와 인지적 반응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 있어서 그의 미디어 이용 태

도와 정치 효능감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사회과의 미디어 활용 수업은 일상적인 미디어 이용과는 차별화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에의 노출, 단순한 접

촉을 뛰어넘어 정보에 대한 해석과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 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높은 정

치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

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여

도에 따른 학습자의 미디어 이용 수준을 정보 탐색의 동기, 정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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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적극성, 정교화 가능성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여도의 차이가 학습자의 정치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

정하였다.

1.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치 이슈 관여

도 수준에 따라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달라지는가?

2.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정치 이슈의 관여도 수준

은 학습자의 정치 효능감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 이슈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도가 높을

수록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미디어 이용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 효능감이 높은 미디어 이용자들로

부터 공통적으로 추출한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능동적 미디어 이

용’ 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들은 다양한

정보 원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며 심층적인 정보

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 또는 그것이 담겨 있는 매체에의 접근

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능동적 미디어 행위가 이용자의 정치

효능감 발달 및 투표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때(송

종길, 박상호, 2005; Bandura, 2001; Pinkleton & Austin, 1998), 그

의미를 단순히 수준 높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려는 행위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정보에의 노출이나 일방

적 수용과 차별화되는 높은 인지적 반응을 수반하는 정보 이용 행

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미

디어 이용을 ‘높은 정보 탐색 욕구를 지니며 중심 경로를 통한 인지

과정을 포함하는 적극적 미디어 이용 행위’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서는 정치 과목의 미디어 활용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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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치 효능감이 나타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치 관여도가 높을수록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치 효

능감이 발달한다(Bandura, 2001). 이를 통해 볼 때 미디어 수업에서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하여 더 깊은 사고를

하며 더 활발한 학습 경험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 수준에 따른 미디어 활용 수

업의 정치 효능감 제고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관여도에 따른 미디어 활용 수업의 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미디어 교육 수업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디어 교육 수업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강의식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미디어

교육 수업의 일반적인 성과를 확인시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

식시키는 데는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상

이한 학습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미디어 교육

수업의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주제 선정에 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여도 수

준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

어 교육 수업의 효과 역시 학습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

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함으로써

미디어 활용 수업의 효과가 학습자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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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 학습자의 관여

도와 미디어 이용 태도 및 정치 효능감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

혀진다면 향후 미디어 활용 수업의 주제 선정에 있어 관여도 높은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성북구에 위치한 두 곳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되어 있다. 실험대상 학교는 비

교적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를 포함한 2인의 교사가 각기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사 변인의 개입으로 인한 연구 결과의 왜곡을 의심할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와 또 다른 교사는 수업의 방식과 흐름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양쪽 모두 연구자가 작성한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을 활용하여 최대한 동일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한 한계를 들 수 있다. 종속 변인으

로 설정한 정치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경험과 정치적

관심 등에 의해 형성되어 단기적으로는 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짧은

연구 기간 동안 정치 효능감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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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의의

초창기의 미디어 교육 연구는 TV, 라디오, 신문 등 여러 유형의

미디어 활용 수업을 비교하여 보다 높은 성취를 나타내는 매체를

발견하려는 미디어 비교 연구(media comparison research)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은 대규모의 학생들을 상대로 동

일한 교수-학습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율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 여기서는 미디어가 교사의 교

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vehicle)이라고 보았으며 개별 미디어의 특

성을 고려하는 데는 소홀하였다(Clark, 1983 ; Lumsdaine, 1963 ;

Salomon & Clark, 1977). 이 같은 연구 경향은 미디어 교육의 함의

를 상당 부분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인터넷을 비롯한 뉴 미디어

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 졌으며 미

디어 교육의 가능성과 효과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Masterman(1997: 20)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인 시민의식과 정치 의식을 길러준다. Buckingham(2004: 21) 또한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밖의 생활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며 미디어 교육이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

의로 미루어 볼 때 특히 사회과에서 미디어 교육의 도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 봄직하다.

사회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현

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게 하며,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의사결정

력의 함양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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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탐

구 방법을 활용하며,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과 교육의 이 같은 가치와 지향은 그것이 미

디어 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임을 알려준다(설진아,

2007) 또한 미디어 교육은 반성적 탐구를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고

고차사고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 교육은 학습자 중

심, 고차적 능력 함양,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과 같은 사회과 교수

학습 방법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이윤정, 2009: 27)

오늘날 미디어 교육은 크게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 미디어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교

육은 학습도구적 관점으로서 미디어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운반수단

으로서 인식한다. 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민주적인 생

활 방식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은

미디어 자체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

한 분석(analysis), 평가(evaluation),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미디어 교육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도 미디

어 리터러시 수업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에 대한 학습자의 무비판적

이고 맹목적인 수용을 지양한다. 반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도 수업 중 미디어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의 측면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정보를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매스 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익혀

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디어의 중립성을 무조건적으로 맹신

하기보다는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활용 방법

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안정임, 200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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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널리 실시되

는 미디어 교육 유형이다. 안정임과 전경란(2005)은 중등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 교재 13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등학교 대상 미디

어 교육에서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이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내용 비판적 읽기’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모든 학교급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NIE 운동은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정치 분야야말로 정보의 원천으로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은 정치적 사안이나 정치인에 대한

소식, 정책에 대한 안내를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미

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

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른 능동적 미디어 활용 수준

및 정치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미디어 활용 수업을 실시하

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어떤 수업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사회과 교육과 미디어 교육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과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디어

교육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교육

의 측면에서 볼 때 현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에

대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의 도입은 시민성의 함양

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매우 근접해 있다.

2.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시민들의 정치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던 정당의 기

능은 점차 약화된 반면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등 새롭게 등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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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회화 기관들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미디

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는 정치적 사안을 대중

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지식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

치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누적되어 있다.

(1) 미디어의 민주주의 강화론

Newton(1999)은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치적 자신감을 갖게 하여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디어의 이용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을 미디어의 민주주의 강화론이라고 한다.

‘강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

람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Leshner &

McKean, 1997: McLeod, Glynn & Mcdonald, 1983: McLeod &

Mcdonald, 1985)고 한다. 송종길과 박상호(2005)는 17대 총선과 관

련한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투표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통해 능동적 미디어 이용이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Leshner & Mckean(1997)은 텔레

비전 뉴스가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미디어에 의해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은 정치사회화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 초기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던

가족과 학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오늘날 미디어가 중요한 정치사

회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Chaffe, Nass & Yang, 1990: 268)

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는 이용자들에게 정치적 지식을 전달한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자들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주변인들과 토론하

게 되고(Tan, 1980: 244) 보다 높은 관심과 정보 탐색 욕구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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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Atkin & Gantz, 1980: 190).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치 효능감이 높아진다(Semetko & Valkenburg, 1998:

201).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미디어를 통

한 정보의 유통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지식 및 관

심, 정치효능감이나 정치 참여가 반드시 그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것은 아니다(Robinson & Davis, 1990). 또한 민주주의 강화론을

지지하는 연구와는 달리 민주주의 잠식론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

다.

(2) 미디어의 민주주의 잠식론

미디어의 민주주의 잠식론자들은 미디어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관심 및 정치 효능감과 정치 참여가 줄어들게 만들며, 정치

에 대한 냉소주의가 늘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Robinson(1976)은

텔레비전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 신뢰와 효능감이 낮다

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Becker & Whitney(1980)에 따르면 텔레비

전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지식은 적고, 지방 정부 관료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지방 정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낮다고 한다.

‘잠식론’은 1960년대 텔레비전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확산된 정치

에 대한 부정주의 및 냉소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생겨났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는 정치적인 갈등을 과장하였으며 공적인 사안보다는

정치인들의 치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뉴스를 가십으로 전락시켰

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치적 보도를 일삼는 텔레비전은 시청자의 정

치적 불만, 냉소주의, 좌절을 불러일으킨다(Pinkleton, Austin &

Fortman, 1998: Norris, 1996). 미디어에 대한 부정주의는 정치 효능

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용상 부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디어가 정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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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비판적인 경우 수용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Miller, Goldenberg & Erbring(1979)는 미국 내

94개 신문의 1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문 기사의 정치적 비판 수

준이 높을수록 독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알아냈다.

요컨대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 프레이밍을 통해 정치에 대한 수용

자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박종화, 2003).

(3)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고찰

미디어가 정치적 태도 혹은 정치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

관되지 못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미디어 이용의 다양한 양

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inkleton & Austin(2001)은 ‘미디

어 이용’이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행위들의 집합체라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수용자가 정보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미디

어 이용과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디어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일

어날 수 있다. 광고나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TV 앞에

무심히 앉아있는 사람과 전공 관련 책을 펴놓고 밑줄을 그어가며

의미를 파악하려는 사람의 미디어 이용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두 사람은 미디어 정보에 대한 분석, 해석,

수용, 나아가 그로 인한 태도의 변화에 있어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

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디어 이용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MeLeod et al, 1983)과 상황적 요인

(Austin & Dong, 1994)으로 구분할 수 있다(Pinkleton & Austin,

2002: 145에서 재인용).

미디어 이용 및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공

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의 관여도,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 행위를 들

수 있다(Chaffe & McLeod,, 1973; Gruinig, 1979; McComb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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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문은 TV 등의 다른 매체보다 정보 탐색에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데, 동기 부여가 된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신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McLeod & Becker, 1981: 57).

이는 관여도가 높을수록 보다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 행위가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적인 사안에 대해 관여도

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Pinkleton & Austin, 2001:

325).

미디어 이용 및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특

정 뉴스에 대한 개인의 관여도 혹은 친밀도, 뉴스 메시지에 대해 개

인이 선정적이거나 무해하다고 느끼는 정도, 뉴스의 원천과 지역 커

뮤니티의 관련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이 있다. 즉, 주제가 친숙하

거나 주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메시지가 공정한지 혹은 왜곡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Gunther, 1992: 159). 또한 특정 메시지에 대해 수용자가 선정적이

라고 느낄수록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진다(Austin & Dong,

1994.) 그 밖에도 뉴스의 원천이 자신의 지역적 커뮤니티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해당 뉴스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Meyer, 1988).

마찬가지로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 더 나아가서 미디어 이용

으로 인한 수용자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도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있다. 개인적 요인은 원래 정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었

는지, 미디어를 자주 혹은 많이 이용하는 편인지, 자신의 행동에 대

한 동기 부여가 높은 편인지의 여부와 같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

는 일반적 성향을 가리킨다. 반면 상황적 요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정보가 지니고 있는 선정성이나 지역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이므로 이슈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특정 뉴스가 자신의 삶과 아무 관

련이 없다고 느끼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느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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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뉴스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혹은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

은지에 대해 평소보다는 적은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평소

정치나 정치 관련 뉴스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자

신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느낄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

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에 대한 만족도, 정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예측하는 데는 구체적인 뉴스에 대한 판단, 즉 상황적 요인

이 보다 타당한 지표를 제공한다(Pinkleton & Austin, 2002: 145).

이를 뒤에 나올 관여도의 개념에 적용해 본다면, 전자는 비교적

넓은 범주의 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지속적 관여도,

후자는 비교적 좁은 범주의 대상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상황적 관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과목의 미

디어 활용 수업에서 전자는 학습자가 평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

는 정도, 즉, 정치 관여도를 형성하며 후자는 수업에서 다루는 특정

뉴스나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즉 정치 이슈 관여도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정치 이슈 관여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그 이

유는 첫째,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은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

어기 때문이다. 수업에서는 특정 이슈를 다룬 신문 기사, 방송 등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정치 관여도에 비해 이슈 관여도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치 관여도가 오

랜 기간에 걸친 개인의 경험, 교육 수준 등에 의해 변화하는데 반해

이슈 관여도는 특정 시점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의해 변화한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치 관여도는 고정된 변인인 경우가 많

다. 반면에 이슈 관여도의 경우는 어떤 뉴스,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수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미디어 이용의 양상을 결정하는 요인 못지 않게 미디어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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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역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

치적 지식, 지방 정부 관료에 대한 불신,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은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효과가 달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

서 정치에 대한 인지, 태도, 행위는 미디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변수로 다루어져야 한다(McLeod &

McDonald, 1985: 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을 확인함에 있어 인지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

정서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년, 성적, 정치적 대화 빈도 등의 혼란 요인을 통제

하여 이슈 관여도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리하도록 하였다.

3. 관여도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검토

(1) 관여도의 개념 및 유형

관여도(involvement)는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 특정 상황에서

개인에게 관련된 정도 혹은 부여하는 의미의 정도”(이학식 등 1997;

이명국 1998: 2에서 재인용), “특별한 시기 또는 흥미 수준에 따른

이슈 관련성의 개인적 인식"(Faber, Tims, & Schmitt, 1993: 70)을

뜻한다. 요컨대 관여도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

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관여도 수준에 따라 사람들은 선거

등의 공공문제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정치 관여도란 말 그대로 정치에 관해 한 개인이 자신과 관련되

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슈 관여도란 특정 이슈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혹은 관련성의 정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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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수업을 통해 이슈 관여도 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

어 이용 수준과 정치 효능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마다 관여의 범주나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은

고관여와 저관여, 상황적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 SI)와 지속적

관여(enduring involvement, EI)의 구분이다. 관여도는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여와 저관여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학자(Antil, 1984)도 있지만 관여도 수준에

따른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구분법이기

도 하다.

Houston과 Rothschild(1978, 이명국, 1988; 134에서 재인용),

Bloch(1981)등은 관여의 유형을 상황적 관여(SI)와 지속적 관여(EI)

로 구분하였다. 지속적 관여란 “행동이 야기되는 어떤 상황과 개인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관계의 강도”이며, 상황적 관여는 “한 개인으

로 하여금 특정의 상황에서 그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상황의 능력”이다(Houston & Rothschild, 1978, 이명국, 1988; 134에

서 재인용) 그 밖에도 지속적 관여는 “개인을 어떤 상황으로 유도하

는 일반적인 대상이나 이슈를 향한 관여의 수준으로서 이미 존재하

는 인지적 태도 및 정서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 상황적 관여는 “제

품의 구매 또는 선거와 같은 특정 상황에 관련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Rothschild, 1979, 이명국, 1988; 134에서

재인용). 정리하자면 지속적 관여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기존

에 지니고 있던 인지적 지식과 정서적 관심의 정도, 상황적 관여는

특정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촉발된 일시적인 관심과 지식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관여의 결과 개인이 나타내는 반응을 반응 관여(response

involvement)라고 한다. 소비자 심리학에서 반응 관여는 상품의 구

매 결정을 의미하며 결정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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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인지적 과정들의 결합체이다. Bloch와 McQuarrie(1992)는 소비

자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부분 소비자들의 지속적 관여도는

매우 낮아 반응 관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황적 관여는 높

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적 관여와 지속적 관여가

결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반응 관여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예

를 들면, 한 개인은 평소 TV 제품에 관심이 적었지만, 집의 TV가

고장났다거나 월드컵 시즌이 시작된다거나 하는 경우 상황적 관여

가 생겨나 TV를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치 관여도의 문제로 옮겨와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고등학

생들은 일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 낮은 지속적 관여를 가지고 있

으나, 고등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학생인권조례의 제ㆍ개

정 논의, 대입 정책 변경을 둘러싼 부처 간 논의 등의 이슈에 대해

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황적 관여를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한 반

응 관여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탐색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 미디어 교육 수업을 위해서는 되도록 학생들의 관여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

하는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교육학의 기본 방침과도 일맥상

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수업에서 이슈 관여도가 높은 이슈

를 선정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이

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관여도 수준에 따른 정보처리과정의 차이

일련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이슈 관여도의 차이가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및 인지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인 사회 판단 이론에서는 이슈 관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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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

다. 이들은 이미 이슈와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가진 만큼 의사소통

에 있어 “거부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그들이 판단하는 암묵적이고 연속적인 태도의 범위 중 “받아

들일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Eagly & Manis,

1966: 485).

반면, 수정된 사회 판단 이론에 따르면 관여도가 높을 경우, 자신

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기 입장에 동조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Pallak et al, 1972: 436). 이를 구체화한 R. E. Petty

와 J. T. Cacioppo(1979: 1923)는 고관여가 수용자가 자극 정보에 쏟

는 사고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수용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반론을 만들어 낼 동기가

부여된다. 따라서 고관여가 많은 양의 사고와 결합할 때, 반론도 늘

어나며 정보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 쉽다. 반면 자극 정

보가 수용자의 원래 입장과 일치하면 처음부터 호의적인 인지를 만

들어 내는데 치중하게 된다. 높은 관여도가 보다 많은 양의 사고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호의적인 생각이 발생하고 정보의 영향력도 증

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업에서 다루는 정보 메시지에 대한 관여

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생각하며,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메시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R. E. Petty와 J. T. Cacioppo(1979)는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 및

견해(동조 혹은 반대)가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72명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기숙사의 이성 출입 시간 규제’에 대해 녹음된 메시

지를 들려준 후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일부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

의 논의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타 대학의 논의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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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여도에 차이를 두었다. 그 결과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견해

와는 무관하게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수준높은 인지 반응이 나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밖에 Rogers, Kuiper, Kirker(1977)은 피실험자로 하여금 여러

개의 형용사에 대해 자신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기억력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피실험자

들은 관여도가 가장 높은 형용사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다. 단기

기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에 어느 정도의 주의력이 요구되고

이후에도 정보에 대한 집중과 암송을 통해 유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30초 이내에 잊혀진다. 이 때 정보는 주로 음소의

형태로 처리되며 간혹 형상이나 의미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단기

기억은 암송 혹은 시연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며, 그 이후에

는 정보의 조직화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특정 대상이 장기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

준의 인지 과정을 거쳤음을 뜻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수업을 통해 동일한 뉴스나 정보를 다루더

라도 학습자는 자신의 관여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관여도가 높은 주제를 다룰 때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며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동원하지만 관여도가 낮은 주제에 대해

서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 형상으

로 받아들여 의미있는 수업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른 인지 반응의 차이를 확인

해 보고자 한다.

(3) 관여도 수준에 따른 정치효능감의 차이

관여도는 정치 효능감과 양방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효능

감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개인의 관여 수준이 높아지며, 관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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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발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적 사안에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역으로 대상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적 경험을 쌓게 되며(Pinkleton & Austin, 2001: 322) 이를 통해 결

과적으로 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게 된다(Bandura, 2001). Faber,

Tims, Schmitt(1993: 74)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여도가

높은 시민들은 정치 캠페인에 담긴 메시지를 적절히 이용하려 하며

실제로 이용할 줄도 안다. 이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개별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식과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

게 된다(Pinkleton & Austin, 2001: 325).

이를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힌 시간

이 소요되므로 사회과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정치효능감에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사회

과 수업은 학습자의 정치적 태도 함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

으며 학습자의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활동들이 응

축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수업 이외에도 교사

와 해당 이슈에 대해 대화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

으며 관공서에 직접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개선을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고

정치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미디어 활용 수업 이후 정치효

능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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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1) 이중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 과정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특정 정보를 접한 수용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메시지에 설득되는지 설명한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만든

Petty & Cacioppo(1986)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일이 있거나, 원

래부터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때는 광고에서 제시한 정보 메

시지의 내용에 집중하는 반면, 제품에 관심이 없을 때는 광고 메시

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광고 모델이나 배경, 색상 등을 통해 제품

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자의 경우 중심경로

(central route), 후자의 경우 주변경로(peripheral route)를 통한 태도

형성 과정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에서 ‘정교화’는 “한 개인이 어떤 사안과 관련

하여 얼마나 주의 깊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하는데(탁진영, 김상욱,

2000: 127) 수용자가 중심경로와 주변경로 중 어느 경로를 통해 정

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교화 가능성이 달라진다. 중심경로를 통

한 태도 형성이 이루어질 때 수용자는 대상의 중심적인 특징

(central merits)을 통해 ‘메시지와 관련된 사고(issue-related

thinking)'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메시지 자체의 내용에 주

의를 기울이게 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인지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변경로를 통할 경우, 메시

지 자체보다는 주변단서(peripheral cue)에 의존한다. 주변적 단서란

대상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을 일컫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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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교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교화 가능성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기 요인과 능력

요인 두 가지가 있으며 둘 중 어느 한 요인이라도 낮을 경우 정교

화 가능성은 낮아진다. 동기 요인은 수용자가 메시지에 대해 갖는

관여와 특정 정보 메시지에 대해 정보처리활동을 하려는 경향, 즉

인지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때는 정

보를 탐색하려는 동기를 강화시켜 중심경로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

게 된다. 반대로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정보처리 동기

가 낮아 주변 단서를 통해 태도를 형성한다.

정교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요인에는 정보 메시지에 주

의를 기울이기 어렵게 만드는 산만성(distraction)과 정보 메시지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난이도,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

산만성은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주의를 흩뜨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산만성이 높을 때에는 중심단서보다 주변단서에 의한 인지

반응이 나타난다. Allyn & Festinger(1961, Petty & Cacioppo, 1977

에서 재인용)는 고등학생들에게 십대 운전자들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들려주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연사의 개인적 특성을, 나머

지 학생들에게는 연설 내용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자의 학

생들은 후자에 비해 연설에 쉽게 설득당했다. 이는 연사의 개인적

특성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수용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연설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정보 원천에 대한 비판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메시지의 난이도1)가 높거나 적당할 경우 수용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심경로를 거치기 쉽다. 반면, 메시지의

1) 난이도는 전체 집단원에서 정답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쉬운 

문항, 낮을수록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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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어려울 경우 중심단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경로를

거치기 쉽다.

그 밖에도 수용자가 메시지와 관련된 충분한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

계와 통합시키기 쉽기 때문에 중심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3)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통해 본 사회과 미디어 교육 수업의 효과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통해 볼 때 사회과 미디어 교육 수업에서

정치적인 뉴스를 다룰 때는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슈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중심

경로를 통한 인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학습 내용에 대해 학

습자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고 사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

면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주변경로를 이용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학습 내용 자체보다는 부수적인 단서에 대한 주의

집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

여도에 따라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달라질 것인가?’ 라는 연구

문제 1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단, 이 때 이슈에 대

한 사전 지식, 산만성, 난이도가 수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

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5.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개념 정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묘사한 여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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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Pinkleton & Austin(2002: 146)에 따르면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들

은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활용하며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찾고자 한다. Tan(1980: 242)은 능동적인 유권자

(active voter)일수록 더 많은 지식과 넓은 견문을 얻기 위해 능동적

인 미디어 이용을 한다고 보았다. 정보 탐색 욕구를 지닌 수용자들

은 전문가의 의견을 찾고자 하며, 정보 탐색의 영역을 모든 미디어

로 확장한다. 이처럼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들은 심화된 정보를 얻

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Atkin, 1973; Chew, 1994, 송종길, 박

상호, 2006, p.171에서 재인용).

이상의 여러 연구를 살펴볼 때, 능동적 미디어 이용자란 여러 매

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가벼운 정보 이외에 전문적인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애쓰는 사람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개념을 정의할 때

외적으로 드러난 정보 탐색 행위만을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최단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전문적인

정보를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한 경우, 참가자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탐색할 테지만 이를 능동적

인 미디어 활용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보 탐색의 동기가

외부로부터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정작 메시지 자체에

는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들은 정치적 태도 면에서도 다른 이용자

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치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정치효능감은 낮은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치 효능감이 높고

투표 참여율이 높으며, 정치적 냉소주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cLoed & Mcdonalds, 1985; Pinkleton et al, 1998; 송종길,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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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5). 전통적인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정보를 통한 태도 형성

은 정보처리를 통하여 시작된 인지적 반응의 추론적 결과로 여겨진

다(김재선, 정진택, 2002: 150). 따라서 능동적 정보 이용자들의 태도

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성은 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

과 차별화되는 인지적 과정을 수반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추가적으로 능동적 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높

은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보 탐색 동기를 지닌 경우가 많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정보를 획득하며, 획득한 정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또 다른 정보 탐색의 욕구를 가져 연쇄적인 정보

탐색을 경험한다. 따라서 능동적 미디어 이용은 정보 탐색의 동기,

정보 탐색의 적극성, 인지적 반응의 유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보 탐색 동기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경로를 통한 인

지 반응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과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디어를 수업에 투입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능동적인 미디어 활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슈

를 선정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6. 선행 연구의 검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 교육 개념의 정립(최병

모, 박길자, 2004)과 수업 모델의 제시(박수홍, 황영미, 2006; 이미나,

200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과 학생들의 정치

적 태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윤정(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활용 수업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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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업의 비교를 통해 전자가 학습자의 정치 참여 의무감 및 정치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정치 교육의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 수업의 성과를 확인하였지만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다

루어야 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정서(2012)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적 대화와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대화와 매스미디어 접촉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정치

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대화와 토론’-‘매스미디어

접촉’-‘이야기 듣기’의 순으로 정치적 관심ㆍ정치 효능감ㆍ정치 신뢰

감ㆍ정치참여 의식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치참여 의식의 향상은 매스미디어 접촉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사회과에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이

론적ㆍ실제적 토대가 정립되었으며, 미디어 교육이 학습자의 정치

사회화와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미디어 교육의 콘텐츠 및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진 바 없어 미디어 교육 수업의 구체적인 주제 선정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현아(2012)는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유권자

의 후보자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그는 유권자

의 인지 욕구ㆍ정치 관여도ㆍ정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정교화 가능

성 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셋 중 유일하게 정치관여도

만이 정교화 가능성 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아(2012)의 연구가 유권자의 정치 관여도에 따른 정교화 가능성

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미디어 활용 수업 내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정교화 가능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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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이 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가설 및 연구 변인을 설정하고, 각각의 변인을 측정하는 조사

도구, 연구 대상, 분석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정하였다.

1.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 수

준에 따라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달라지는가?

2.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이슈 관여도 수준에 따라

학습자의 정치 효능감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다.

하위가설 <1-1>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정보 탐색

동기가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1-2>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하위가설 <1-3>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정교화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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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한정된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Cotton & Hieser, 1980: 522). 따라서 사회과 수업의 이

슈 관여도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관련 정보를 탐

색하려는 욕구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관여도가 높을 때 학습자는

실제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위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

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하며 깊이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에 대하여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2.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관여도는 정치 효능감의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치 관

여도 혹은 정치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미디어 이용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의 정치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미디어 활용 수업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다

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하는 정보탐색 경험을 하게 되고 스스로 그

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 나서게 된다. 따라서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

업을 통한 학습자의 정치효능감 발달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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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

(1)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과 ‘정치효능감’이라는 두

가지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서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 행위를 높은 수준의 정보탐색동기와 정교

화 가능성을 지닌 적극적인 정보탐색행위라고 재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또한 1)정보탐색동기의 수준, 2)정보탐색행위의 적

극성, 3)정교화 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하여 설정하였다.

또다른 종속변인인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

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54; 김영인, 2003: 140에서 재인용). 이론적으로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내적 정치효능감과 개

인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정부 및 정책결정자의 반응성을 의미하는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개념이 혼재

되어 나타나며 외적 정치효능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적

정치효능감도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

지 않기로 하였다.

(2) 독립 변인

본 연구는 ‘이슈 관여도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정치 일반에 대한 관심 수준을 의미하는 ‘정치 관여도’와는 달

리 특정 이슈에 대한 관여도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활용 수업의 특성

상 ‘정치 일반에 대한 관여도’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수

업에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학습도구로서의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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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에서 특정 주제를 다루었는지의 여부는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에 영

향을 미치기 쉽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관여도보다는 수업

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관여도가 교수-학습 활동의 질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수업 설계 중 활용 가능한 지표로서 이슈 관여도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정치 관여도의 경우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

에 의해 장기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므로, 이는 수업을 설계함에 있

어 상대적으로 고정된 변수로 작용한다. 반면 수업 설계시 어떤 주

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함의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과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년과 성적, 정치적 대화 및 정치 뉴스의 청

취 빈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2) 학년과 성적은 정보의 해석

미디어 이용 능력 등 인지적․기능적 차원에서 연구대상자 간 차이

를 낳을 수 있다. 박정서(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자주 할수록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이 높

게 나타난다. 주의할 점은, 이 때 청소년들은 사실상 스스로 대화에

참여하여 발언하기보다는 부모나 교사 등 상대방의 정치적 대화를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대화 및

정치 뉴스의 청취 빈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

2) 연구 대상이 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별은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정

서(2012)는 부모와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

며, 이 때의 정치적 대화는 주로 상대방의 정치적 발언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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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조사 도구

(1) 종속변인

정보탐색 동기와 정보 탐색의 적극성 측정 항목은 김완석(1994)이

제작한 인지욕구 척도를 수업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정

보탐색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이 이슈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

이 있었다’, ‘기회가 있다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

는 진술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리커르트 5점 척도를 통

해 확인하였다.

정보 탐색의 적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진술로는 ‘수업 시간에 교사

가 제공한 책을 가져다 성의있게 살펴보았다’, ‘우리 모둠의 편집회

의에서는 기사 작성을 위해 어떤 정보를 탐색해야 할지에 관한 활

발한 논의가 있었다’, ‘뉴스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인

터넷을 통해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였다’, ‘뉴스 내용이 사실인지, 취

재원의 관점인지, 의견인지 구별하여 이해하였다’, ‘(인터넷에서) 효

율적인 뉴스 검색을 위해 계획을 세웠다’, ‘검색한 뉴스의 내용의 정

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사실 여부를 확

인하였다’, ‘얻은 뉴스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하였다’, ‘다양하게 수집된 뉴스 정보를 종합하여 사설로

작성하였다’ 등이 있다.

정교화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변단서와 중심단서의 활용에

관해 각각 4개의 진술을 제시하였다. 주변단서의 활용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응답자의 찬반 결정에 1) 이슈에 대한 부모님, 선생님, 친

구 등 주변인의 평소 의견, 2) 평소 선호하던 정당의 이슈에 대한

태도, 3) 찬성/반대 기사의 매체 점유 비율, 4) 모둠 내 특정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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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1
나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3
정치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므로 나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갈 때 나 같은 보통 사

람들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5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고 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

과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6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입장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반면, 중심단서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1) 관련 정치

주체 및 투입 - 산출의 현황, 2)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 3) 평등 원칙의 고려, 4) 자기 모둠의 신문 기사에 대한 이해

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정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iller & Reese(1982)가 제작한

문항을 수정ㆍ변형한 6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1> 정치효능감 측정 문항

각 변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5점 척도 답변은 코딩을 거쳐

SPSS 18.0을 이용해 회귀분석하였다. 정교화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

한 8개의 문항3) 중 절반은 주변경로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3) 주변경로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1. 이슈에 대

해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주변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찬반 입장 결

정에 영향을 미쳤다. 2. 평소에 선호하던 정당이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나의 찬반 입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3. 나는 찬성 혹은 반대 중 관련 기사의 양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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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제

1 반값 등록금 시행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3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및 개정

4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쟁

5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정 확대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중심경로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이었다. 따라서 정교화 가능성을 분석할 때는 주변경로 점수를 역코

딩한 후 평균내어 중심경로의 평균 점수와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했

다.

(2) 독립 변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노출 빈도와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5

가지 예비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 학생 전체에게 각 이

슈에 대해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를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고관여도 이슈와 저관여도 이

슈는 각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적용하였다.

<표 2> 이슈 관여도 측정 목록

은 쪽 입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4. 나는 편집장(조장) 혹은 모둠 내의 다른 친구의 입장

에 따르는 편이었다. 중심경로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문항

을 제시하였다. 1. 나는 이슈와 관련된 정치 주체, 정책 결정 기구, 투입과 산출의 현황

을 파악해가며 정보를 탐색하였다. 2. 나는 관련 당사자들이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따

져보아 찬반 입장을 정하였다. 3. 나는 되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찬반 입장을 정하려고 노력했다. 4. 나는 우리 모둠이 만든 신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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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 도(명) 비 율(%)

학년

2학년 131 60.9

3학년 84 39.1

합계 215 100.0

 조사 결과 ‘반값 등록금 시행 논란’이 가장 높은 관여도를 나타냈

으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낮은 관여도를 기

록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기획하였으며, 동일 학급

내에서 모둠별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각 ‘반

값 등록금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주제로 모둠별 신문을 제

작하도록 하였다.

4.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성북구에 위치한 인문계 여

자고등학교 두 곳의 2, 3학년 총 8개 학급을 편의표집하였다. 배포

한 설문지 247부 중에서 회수되지 않거나 미표기된 설문지를 제외

한 215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 중 2학년이 3학년보다 다소 많았다. 정치적 대화 및

뉴스 청취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3일에 1회 정도 듣는다

는 응답자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1달에 1회라는 응답이 28.8%

로 뒤를 이었다. 매일 듣는다는 응답률도 20.25%로 적지 않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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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1달에 1번 정도 듣는 경우는 전체의 0.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의 정치적 대화나 정치 뉴스의 청취 빈도는 그

다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점 척도로 측정한 사전

효능감은 평균 3.19점, 표준편차 0.58을 기록했으며 성적 평균은

58.86점, 표준편차는 20.87이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5월 둘째주부터 넷째주 사이에 걸쳐 총 3차시의 수업

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수업 처치를 하기 전에 미리 난이도

및 미디어를 통한 노출 빈도 등을 고려하여 5개의 정치적 이슈4)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학생들에게 ‘다음 각각의 이슈가 나와 얼만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이슈별 관여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반값 등록금 시행’에 대한 관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관여도가

가장 낮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이슈를 각각 고관여도 /

저관여도 이슈로 설정하여 수업처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에 성

적 분포를 고려하여 4～6인으로 구성된 모둠을 구성하였다.

수업처치는 ‘모둠별 신문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모

둠별로 ‘반값 등록금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 중 임의로 지정된

주제를 부여한 후 먼저 모둠별로 해당 주제에 대해 각자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하였다. 이후 기사 작성을

위해 인터넷과 책 등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서도록 하였다. 2

차시에도 정보검색실에서 자료 조사가 이어지며 교사는 두 가지 주

제와 관련된 서적을 비치하였다. 이 서적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4) ‘1) 반값 등록금 시행, 2) 북한의 미디어 발사 위협, 3)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및 개정, 4)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쟁, 5)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 확대’가 선택

지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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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페이지를 복사해 주기로 하였다.

20여분 후에 학생들은 다시 모둠별로 모여 정보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사실을 공유하였으며 다시금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였다.

이때는 1차시와는 달리 구체적인 근거를 들게 하였는데 특히 1차시

에서의 입장과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모둠원들의 관

심이 집중되어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각자 2개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3차시에는 최

종적인 모둠별 회의를 통해 사설을 작성하였다. 이상의 수업처치 과

정에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 탐색이 자유

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유도하기 위

해 수업 활동 내용 및 모둠별로 제작한 신문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

는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였다. 또한 교사의 지나친 간섭이나 사소한

지시가 정보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흩뜨리는 산만성을 통제하기 수

업 중 학습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였다.

< 표 4 > ‘모둠별 신문만들기 수업’의 구성

차시 내용

예비 조사 관여도 측정

1차시

ㆍ모둠 발표

ㆍ신문 제작 수업 안내

ㆍ샘플 신문 배부

ㆍ이슈에 대한 모둠별 대화

ㆍ정보 탐색

2차시

ㆍ정보 검색

ㆍ모둠 활동을 통해 정보 검색 결과 공유 및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ㆍ과제 부여 : 1인당 2개의 기사 작성

3차시
ㆍ기사 작성 마무리

ㆍ모둠별 편집 회의를 통해 사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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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하였으므로

가설 검증을 위해 역시 두 가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회

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1i = a + b1X1i + b2X2i + b3X3i + b4X4i 

Y1 =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

a = 상수

X1 = 학년

X2 =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인식

X3 = 성적

X4 = 이슈 관여도

위의 회귀모형에서 이슈 관여도의 회귀계수 b4가 유의미하게 나타

날 경우 ‘가설 1’이 채택된다.

두 번째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Y2i = a + b1X1i + b2X2i + b3X3i + b4X4i + b5X5i +b6X6i

Y2 = 사후 정치 효능감

a = 상수

X1 = 학년

X2 = 정치적 대화 및 뉴스 청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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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X4 = 사전 효능감

X5 = 성적

X6 = 이슈 관여도

위 회귀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 관여도의 회귀계수인 b6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가설 2’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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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종

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정보탐

색욕구는 5점 만점에 평균 3.41을 기록하여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적극적 탐색태도의 경우 3.65로 역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교화 가능성은 10점 만점 중 7.10, 사후 효능감은 3.21로 나타났

다.

<표 5>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평균 표준편차

정보탐색욕구 3.41 .71151

적극적 탐색 태도 3.65 .52967

정교화 가능성 7.10 .81625

능동적 미디어 이용 4.72 .44845

사후효능감 3.21 .59101

2. 능동적 미디어 이용 및 정치효능감 분석

이 절에서는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능동

적 미디어 이용 수준 및 정치효능감이라는 두 가지 종속 변수와 어

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변인들 간의 다

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사전에 점

검한 후, 회귀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인자

(VIF) 수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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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1. 학년

2. 대화빈도 -.038

3. ses .118* .064

4. 관여도 .029 .040 .023

5. 성적 -.167** .164* .202** -.006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VIF

(상수) 4.159 .196   21.211 .000***  

학년 -.043 .059 -.048 -.737 .462 .933

S.E.S.에 .091 .071 .083 1.285 .200 .935

<표 6> 연구 독립 변인 간의 단순상관관계

* 0.05수준(양쪽) ** 0,01 수준(양쪽)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 이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

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 능동적 미디어 이용과 이슈 관여도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과 이슈 관여도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1)정보탐색 욕구, 2)정보탐색행위의 적극성, 3)정교화 가능

성 모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는 미디어 이용

의 효과가 인지적ㆍ기능적ㆍ정의적 차원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 회귀분석

ㆍ종속변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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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관여도# .199 .055 .226 3.603 .000*** .998

성적 .007 .001 .319 4.869 .000*** .911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7.420 4 1.855 11.319 .000a***

잔차 34.416 210 .164    

합계 41.836 214      

* : p < .05, *** : p < .01

# : 통제집단(저관여도 이슈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이 ‘0’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21 .177 .162 .40483

<표 7>에 나타난 다중회귀분석결과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 이하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

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이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에 대해

17.7%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슈 관여도(t=3.603, p=.000)는 학습자의 능동

적 이용 수준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로

써 첫 번째 주가설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

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다’는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성적(t=4.869, p=.000)

역시 p<.001 수준에서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개념을 1)정보탐색 욕구, 2)

적극적 탐색의 실행, 3)높은 정교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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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2.708 5 2.542 5.961 .000***

잔차 89.113 209 .426    

합계 101.821 214      

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정보탐색욕구 회귀분석

ㆍ종속변수 : 정보탐색욕구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VIF

(상수) 2.689 .321   8.390 .000***

학년 -.062 .134 -.044 -.462 .644 2.171

계열 .043 .148 .027 .292 .770 2.061

ses .194 .114 .114 1.702 .090 1.070

관여도# .397 .089 .289 4.455 .000*** 1.002

성적 .005 .002 .137 2.013 .045* 1.10

* : p < .05, *** : p < .01

# : 통제집단(저관여도 이슈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이 ‘0’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53a .125 .104 .65298

본 회귀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가 모두

3 이하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표 8>에 나타

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인들이 학습자의 정보탐색

욕구에 대해 12.5%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관여도는

미디어 활용 수업 학습자의 정보탐색욕구에 대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여도의 표준화된 계수가 성적의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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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3.444 .254   13.582 .000***  

학년 .037 .106 .035 .352 .725 2.171

계열 -.088 .117 -.073 -.747 .456 2.061

ses -.002 .090 -.002 -.021 .983 1.070

관여도# .021 .071 .021 .301 .764 1.002

성적 .004 .002 .148 2.061 .041* 1.10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57 .025 .001 .51656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415 5 .283 1.061 .383a

잔차 55.768 209 .267    

합계 57.184 214      

계수에 비해 크게 나타나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학습자의 관여도가 높은 이슈를 미디어 수업의 주제로 선

정한 경우 저관여도의 이슈를 선정했을 때에 비해 학습자의 정보탐

색욕구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하위가설 <1-1>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하위 가설은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정보 탐

색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이다. 이러한 효과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표 9> 적극적 탐색 회귀분석

ㆍ종속변수 : 적극적 탐색

* : p < .05, *** : p < .01

# : 통제집단(저관여도 이슈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이 ‘0’

회귀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IF가 모두 3 이하를 나

타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나타

난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관여도가 적극적 정보탐색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하위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다만 성적은 p<.05 수준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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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6.288 .361   17.429 .000***
 

학년 .052 .152 .032 .340 .734 2.164

계열 -.200 .167 -.109 -1.195 .233 2.049

ses .080 .129 .041 .616 .538 1.077

관여도 .177 .101 .112 1.753 .081 1.002

성적 .012 .003 .316 4.695 .000*** 1.11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64a .133 .112 .7510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7.493 5 3.499 6.271 .000***

잔차 119.391 214 .558    

합계 136.884 219      

정보탐색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 가설은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정교

화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표 10> 정교화 가능성 회귀분석

* : p < .05, *** : p < .01

# : 통제집단(저관여도 이슈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이 ‘0’

<표 10>에 나타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이 정교화 가능성

에 대해 13.3%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관여도의 p값은 .081로 나타

나 방향은 같고 p<.10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여

도가 p<.05 수준에서 유의도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독립변수

중 성적은 유일하게 p<.001 수준에서 정교화 가능성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 2에서 이슈 관여도와 정치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효능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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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1.475 .300   4.922 .000***
 

학년 -.023 .103 -.019 -.225 .822 2.216

계열 -.001 .114 -.001 -.007 .995 2.111

ses -.066 .087 -.044 -.755 .451 1.077

관여도 .059 .068 .049 .860 .391 1.016

성적 .003 .002 .113 1.850 .066 1.163

대화빈도 -.038 .039 -.056 -.957 .340 1.065

사전
효능감

.575 .061 .556 9.374 .000*** 1.100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5.975 7 3.711 15.064 .000***

잔차 50.990 207 .246    

합계 76.965 214      

을 미칠 수 있는 사전효능감과 정치적 대화 및 정치 뉴스의 청취

빈도를 독립변수로 추가 통제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표 11> 사후효능감 회귀분석

* : p < .05, *** : p < .01

# : 통제집단(저관여도 이슈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는 ‘0’, 처치

집단(고관여도 이슈인 반값등록금 시행)은 ‘1’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81a .337 .315 .49631

<표 11>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독립 변인들이 정

치 효능감에 대해 33.7%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슈 관여도가

p<.05에서 사후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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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860, p=.391) 두 번째 주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수업에서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학습자의 정치 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정보탐색욕구가 높아지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탐

색의 실행이나 정교화 가능성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관여도 수준에 따른 정치효능감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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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미디어 수업에서 고관여도의 이슈 설정

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 및 정치효능감의 개선

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슈 관여도,

정보탐색욕구, 정보 탐색의 적극성, 정교화 가능성 , 사후효능감 간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한 후 사

회과 미디어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주제는 ‘정치 이슈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사회과 미디

어 활용 수업의 효과’이다. 이슈 관여도의 고저가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및 정치효능감의 수준과 결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 수준이 높다.

하위가설 <1-1>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정보 탐색

동기가 높을 것이다.

하위가설 <1-2>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정보 탐색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하위가설 <1-3>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정교화

가능성이 높다.

■ 주가설 2.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 48 -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2개의 고등학교 2, 3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수업처치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43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8개의 케이

스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15개의 케이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

습자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p=.0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보탐색욕구가 높게 나타났다(p=.000). 그러나 관여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실제 정보탐색행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정교화 가능성 역시 관여도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에서의 이슈 관여도와

학습자의 정치효능감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가설에 포함되지 않은 통제 변인 가운데서 성적은 학습자의 정보

탐색욕구, 적극적 탐색, 정교화 가능성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

고 있음이 나타났다.

2. 논의

사회과에서 미디어교육 수업에 대한 연구는 대개 미디어 수업이

정치효능감이나 정치적 관심을 향상시키는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있

는지 확인하거나 미디어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것

들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슈 관여도가 학습자의

미디어 이용 수준 및 정치효능감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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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으로써 미디어 활용 수업 설계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높은 정보탐색욕구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여도 높은 이슈를 선정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어지는 수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

탐색욕구에 있어서만큼은 학습자의 이슈 관여도가 성적보다 더 높

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성적은 학습자의 정보탐색

동기, 적극적 정보탐색 행위 및 정교화 가능성 모두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가졌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적은 학습자의 학습 행위 및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관여도를 고려하여 이

슈를 선정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수업

에서는 이슈를 선정함에 있어 학습자의 관여도를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결과 이슈 관여도와 학습자의 적극적인 정보탐색 간에

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탐색욕

구가 높을 경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탐색이 나타난

다(Chew, 1994, Pinkleton & Austin, 2001: 324에서 재인용)고 알려

진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원인을 추정

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에 대한 학습자의 낮은 지속적 관여도 때문일 수 있다.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는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형성된다

(Houston & Rothschild, 1978; Peter & Olson, 1987, Richins, Bloch

& McQuarrie, 1992: 145에서 재인용) 지속적 관여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상황적 관여는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관여도 수준은 지속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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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상황적 관여도를 합산한 값으로 나타난다(Peter & Olson,

1987; Celsi & Olson, 1988, Richins, Bloch & McQuarrie, 1992: 145

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상황적 관여를 가졌더라도

지속적 관여도가 낮은 경우 실질적인 관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나며, 관여에 따른 반응도 낮다. 즉,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정

치적 관심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반값 등록

금’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높은 이슈 관여도가 정치에 대한 낮은

정치관여도와 결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관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보탐색행위도 활발하지 않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자가 수업에 대해 불성실하게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둠별 활동학습을 위주로 한 수업은 수

행평가의 일환으로 전행되어 학생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

하여 수업 활동이나 모둥별로 제작한 신문의 질을 평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공지하였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비록 이슈

에 대한 관여도가 높더라도 1인당 부과된 2개의 기사를 재빨리 채

우고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한다든지 다른 할 일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슈 관여도와 이슈에 대한 정교화 가능성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

계나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원인이 여기에도 작용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원인으로 학습자의 미디어 이용 능

력을 들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에 따르면 정교화 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동기 요인과 능력 요인 두 가지가 있다. 동

기 요인은 대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중요성과 인지 욕구을 의미

하며, 능력 요인에는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 메시지의 산만성과 난

이도가 해당된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낮을 경우 정교화

가능성은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능력 요인으로 인한 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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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경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년 안팎의 경력을 가진

사회과 교사 3인의 협의를 거쳐 이슈의 난이도를 검증하였으며 수

업 중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 기사나 책 속의 문장 해독에 어려움을 느

끼곤 했다. 이 경우 정교화 가능성은 학습자의 관여도보다 미디어

정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적과 정교

화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B=.012, p<000***)가 나타난 것

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관여도와 정치효능감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를 발

견할 수 없었다. 개별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에 관련된

정보탐색행위, 토론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정치효능감이 증가하게 되

는데(Pinkleton & Austin, 2001)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

간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에 관해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정치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

황에서는 관여도 높은 정치 이슈를 선정하여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

도 의미있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슈에 대한 관여도만으로는 학생들의 충실한 학습활동을

담보하기 어려우으므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미디어 수

업 모형이 개발ㆍ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슈 선정에 있어 낮은 능력 요인으로 인해 정교화 가능성

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어려운 난이도의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단, 지나치게 쉬운 주제의 경우 학습자의 정보탐색욕구가 떨

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주제 선정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관여도 높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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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미디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 인지반응, 정치효능감

의 개선에 대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와 깊이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

업 모형 등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설계에 관한 연구가 보완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위에 대한 욕구는 행위의 실행과 그 방향이

일치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욕구와 실제 탐색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정보탐색욕구가 정보탐색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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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는 사회과 미디어 활용 수업과 학습자의 미디어 이용

방식, 정치 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

장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답변을 통해 얻는 연구 결과는 사회

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설문 내용에 대

한 문의 사항이나 이의 제기 등은 아래의 연구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김 현 영 드림

< 부 록 >

사 전 설 문 지

1. 가족, 친구, 선생님, 대중 매체를 모두 포함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정치적인 이야기 혹은 뉴스를 듣습니까?

① 전혀 듣지 않는다. ② 아주 가끔 듣는다. (1달에 한 번 정도)

③ 가끔 (1주일에 한 번 정도) ④ 자주(2-3일에 1번 정도) ⑤

매일

2. 여러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층 ② 중층 ③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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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주제

매우 

관련

있다

관련

있는 

편이

다

보통

이다

관련 

없는 

편이

다

전혀 

관련 

없다

1 반값 등록금 시행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3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및 

개정

4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

러싼 논쟁

5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

용불안정 확대

3. 다음 각각의 이슈가 나와 얼만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지 해당되

는 란에 체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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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6

나와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7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8

정치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

므로 나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9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치가 흘

러갈 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

서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0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고 나면 나

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12

공무원들은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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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나는 이 이슈에 대해 평

소 궁금한 점이 있었다.

2

기회가 있다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

다.

3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공

한 책을 가져다 성의있게

살펴보았다.

4

우리 모둠의 편집회의에

서는 기사 작성을 위해

어떤 정보를 탐색해야 할

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5

뉴스 내용에서 추가로 궁

금한 점이 생기면 인터넷

을 통해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였다.

6

뉴스 내용이 사실인지, 취

재원의 관점인지, 의견인

지 구별하여 이해하였다.

7

(인터넷에서) 효율적인 뉴

스 검색을 위해 계획을

세웠다.

사 후 설 문 지

※ 다음은 신문 제작 수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한 것입니

다.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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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색한 뉴스의 내용의 정

확성을 확인하려는 목적

으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사실 여부를 확

인하였다.

9

얻은 뉴스 정보를 바탕으

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

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10

다양하게 수집된 뉴스 정

보를 종합하여 사설로 작

성하였다.

※ 다음은 이슈에 대해 찬반 입장을 결정하면서 고려했을 법한 사항들에 

관한 진술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세요.

1. 이슈에 대해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주변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찬반 입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평소에 선호하던 정당이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나의 찬

반 입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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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찬성 혹은 반대 중 관련 기사의 양이 많은 쪽 입장을 선택하게 되

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편집장(조장) 혹은 모둠 내의 다른 친구의 입장에 따르는 편이었

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나는 이슈와 관련된 정치 주체, 정책 결정 기구, 투입과 산출의 현황을 

파악해가며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관련 당사자들이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아 찬반 입장을 정

하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되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찬반 입

장을 정하려고 노력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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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우리 모둠이 만든 신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

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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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나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정

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

지 이해할 수 없다. 

3

정치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

으므로 나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갈 때 나 같은 보통 사

람들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

를 바로잡을 수 있다.

5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고 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6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다음은 여러분이 정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진술입니다. 해

당되는 란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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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dern society, media affects citizens' acquisition of 

political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Many people understand policies and evaluate politicians 

through media information. However,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the effects of media use are controversial. Some 

studies suggest that the media use provoke political 

negativism, cynicism and dissatisfaction decreasing political 

efficacy.  Conversely, other studies insist that the media use 

increase political efficacy and promote voting behavior. 

   This study noted issue involvement as a key factor of 

media use effect. Issue involvement is degree of personal 

feeling of relevance on certain issue. Media user who has 

high issue involvement is likely to has more information 

needs and make use of different sourc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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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active use' as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using central route cognitive 

process and then figure out the relation between involvement 

and active media use in social studies. 

  It is known that issue involvement and political efficacy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People tend to have diverse 

experiences relating their own interest. They can develop 

confidence in relation to public affairs and high level of 

political efficacy. 

  This study identified if learners' issue involvement on the 

topic of social studies class make difference in their political 

efficacy. 

  Hence this study set issue involve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active media use as an dependent variable. And 

the research devide active media use into three dimension of 

affective, cognitive and functional aspects setting information 

seeking nee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elaboration 

likelihood as dependent variables of sub-hypotheses. These 

are hypotheses of this study. 

■ Hypothesis 1 . Learners who have high issue involvement 

have high level of active media use. 

  Sub-hypothesis 1. The higher issue involvement one have, 

the higher information search motivation 

they have. 

  Sub-hypotheses 2. The higher issue involvement one have, 

the more active media use they do. 

  Sub-hypotheses 3. The higher issue involvement one have, 

the higher elaboration likelihood they 

have. 

■ Hypothesis 2. The higher issue involvement learne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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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r political efficacy they develop.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research conducted 

media use education class to 247 students,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 in high school in Seoul. The study analyzed the 

215 questionnaires excluding the case including unanswered 

item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hypothesis 1. and sub-hypothesis 1. 

were adopted. The higher issue involvement, the more active 

media use of learners and especially the more information 

seeking needs. However, sub-hypothesis 2.. 3 and hypothesis 

2. has been dismissed.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issue involvement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elaboration likelihood and political efficacy. 

  This study suggests more specific guidelines for media use 

educaion than existing studies identifying effect of issue. 

Besides, it should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media use 

education class by dealing with learner factor as independent 

factor. 

Key words: involvement, active media use, information search 

need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refinement possibilities, 

political efficacy

Student ID: 2005-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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