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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sing computer for learning and 
subjective achievement in high school. It is also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school type, 
subjective achievement and computer use for learning. We conduct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analyses 
using Korean Child Youth Panel Study (KCYPS) data with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We 
found these results: (a) Using computer for learning effects on the subjective achievement of 3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b) Girls more use computer for the purpose of learning than boys during high 
school. (c) School type has an effect on using computer for learning in high school significantly. From 
these results, some strategies and guides are suggested in the use of computer for learning.

Key words : Using Computer for Learning, Subjective Achie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0, gyunheo@pknu.ac.kr
※ 이 논문은 제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함.

Ⅰ. 서 론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정보기기는 지식을 확장하

는 중요한 도구이다. 최근에는 정보기기의 다양

화와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지식과 정

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에서도 컴퓨터

와 같은 정보기기들은 학습과 정보습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국가주도적으로 학교의 

네트워크망,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등이 이뤄져 

왔다(Heo, 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청소년기의 10대 학생들의 인터

넷 이용률은 99.9%에 이른다(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5). 2014년의 이러닝산업실

태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이러닝을 활

용한다는 통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다(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5).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기기들은 학습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보기기의 교육적 활용은 학업성취

도나 학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습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의 

흥미와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도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 정보기기와 같은 매체가 효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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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두 차례의 매체논쟁(Korea Association of 
Educational Technology, 2005)이 있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데 동의한다(Jonassen, 
Carr, Yueh, 1998; Sung, Heo, 2015). 또한 여러 연

구결과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보조학습, 
이러닝, ICT활용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고 보고하고 있다(Li, Ma, 2010; Rha, Lim, 2005; 
Shin, Park, Kim, 2005; Kim, Park, Seo, 2008; 
Park, Kim, 2009; Heo, 2012). 대규모 데이터를 활

용한 분석에서도 컴퓨터의 학습 목적 활용은 학

습태도나 학업성취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eo, 2012; Heo, 2013a, 2013b).
여러 정보기기의 학습목적 사용과 학업성취도

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

생들은 성장 시기에 따라 여러 정보기기에 대한 

활용 목적이 변화하고 그 목적에 따라 학업 성취

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학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정

보 탐색과 함께 이를 활용한 교육 이론과 실천에 

의미를 줄 수 있다. 기존연구들(Li, Ma, 2010; 
Rha, Lim, 2005; Shin, Park, Kim, 2005; Cho, Kim, 
2008; Kang, Park, 2013; Min, Cho, Kim,  Kim, 
Kim, 2011)은 횡단적 자료를 기반으로 컴퓨터나 

매체를 활용하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분석(Li, Ma, 2010; Han, Kim, Heo, 2014)을 

통한 접근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있어왔다. 최근

에는 종단적으로 학습목적 컴퓨터 활용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Kim, 2009; Heo, 2013b; Heo, 2015; 
Sung, Heo, 2015)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매체의 활용 목적과 학업성취

도와의 관계 측면에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

용과 고3에서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과 학교유형 등

을 활용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고3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생들의 성별은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생들의 학교유형은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과 학업성취도

‘학습목적 컴퓨터의 사용’은 자신의 학습에 있

어 성취나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목적 컴

퓨터의 사용은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변

화와 함께 원인 변인을 밝히고 있다(Heo, 2013b). 
또 최근의 종단적인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종

단적 변화 궤적(Heo, 2015; Sung, Heo, 2015)을 밝

히기도 하였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결과(Kim, 

2009)에서는 학습목적 컴퓨터 활용이 국어나 수

학 학업성취도의 초기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율에

는 국어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상이 중학교 1-3학

년의 변화만을 탐색하여 고등학교의 학습목적 컴

퓨터 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는 한계가 있었다. 

2. 성별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의 

경험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Park, Kim, 
2009; Li, Kirkup, 2007; Vekiri, Chronaki, 2008)에
서도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을 활용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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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기 때문이다.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성별차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1-3학년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Kim, 
2009)에서는 초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초기치 차이란 중학교 1학년 때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변화를 분할함수 

모형으로 밝힌 연구(Heo, 2016; Heo, 2015; Sung, 
Heo, 2015)에서는 중학교 변화시기인 1기와 고등

학교 변화시기인 2기 모두에서 여학생이 학습목

적 컴퓨터 활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때 1기란 중학교 시기를 나타내며, 2기는 고등

학교 시기를 나타낸다.

3. 학교유형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유형은 교육

의 환경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존의 

다층분석연구(Heo, 2013b)에서도 학교의 지역규모

나 학교평균 사회경제적지위 등의 환경변인에 의

해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른 선행연구 결과들(Heo, 2016; Heo, 2015; 

Sung, Heo, 2015)에 따르면, 학습목적 컴퓨터 사

용에 있어서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어학계열, 과

학계열) 등과 특성화고와 예술계열 특목고 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 데이터

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 중 1학년 재학생을 대

상으로 층화다단계방식(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집 후 2010년에 제1차 조사를 완

료하였으며, 원표본수는 2,351명이다. 매년 반복

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6차(고등학

교 3학년) 자료까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6차년도 자료인 고3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

다. 그리고 학습목적 컴퓨터 활용의 측정변인 설

정을 위해 4차와 5차(고1-고2) 자료도 함께 활용

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학

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이용’에 대한 컴퓨터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

항을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측정도구로 활용하

였다(Heo, 2015; Sung, Heo, 2015). 
설문문항은 4점 척도로 이뤄져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각각의 측정문항들을 하

나의 구인(construct)으로 활용하였다. 각 측정문항

은 해석편의를 위하여 코딩변환을 통해 그 점수

가 높을수록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재구성되었다.

2) 성별과 학교유형

성별에 따른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변인을 설명 변인으로 투입하

였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를 1로 코딩하였고, 여자는 0으로 재코딩

(recoding) 하였다.
학교유형은 상위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

등학교와 직업 및 예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어학계열, 특목고 과학계열 등(이후 ‘인문고’)을 1
로 코딩하였고, 특성화고와 예술계열 특목고 등

(이후 ‘전문고’)은 0으로 코딩하였다.

3) 주관적 학업성취도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변v 화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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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각 교과별 성적에 대

한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균을 주관적 학

업성취도 구인의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설

문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뤄져 있다. 해석편의를 

위하여 코딩변환을 통해 그 점수가 높을수록 주

관적 학업성취도가 높은 의미가 되도록 코딩변환

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고등학교 3학년의 학습

목적 컴퓨터 사용과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적합한 구조적 조

건모형을 발전시켜 분석하였다. 조건모형에는 성

별, 학교유형, 학업성취도 등의 변인이 추가되어 

모형화 되었다. 모형 평가는 표본크기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

하였다. 결측치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Arbuckle, 1996)을 적용하였다. 분석 소프트

웨어 패키지는 필요에 따라 SPSS, AMOS 등을 

활용하였다.

4.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

을 적용한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고등학교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고3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H2. 성별은 고등학교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H3. 성별은 고3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H4. 고등학교 유형은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H5. 고등학교 유형은 고3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친다.

[Fig. 1]은 연구모형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이

다. 잠재변인과의 인과관계는 가설 H1으로 표현

되어 있으며, 성별과 학교유형과의 관계는 가설 

H2에서 H5로 표현되어 있다.

[Fig. 1] Research Model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결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평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84, 2학

년 때 2.87, 3학년 때 2.81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도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가 3.15, 2.85, 2.94로 

나타났다. 성별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

며 학교유형은 인문고가 79%를 나타내었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도를 탐

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Model 1
에서는 카이스퀘어값은 데이터 크기에 민감하여 

CFI, TLI, RMSEA값을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

는 CFI .966, TLI .925, RMSEA .043(.032-.054)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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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Variables Mean SD N

Use Computer and Internet
 for Learning 1st grade 

Highschool
2.84 .865 1,827

Use Computer and Internet 
for Learning 2nd grade 

Highschool
2.87 .877 1,715

Use Computer and Internet 
for Learning 3rd grade 

Highschool
2.81 .953 1,476

Achievement 
(Kor) 3.15 .855 1,897

Achievement 
(Math) 2.85 1.071 1,873

Achievement 
(Eng) 2.94 .973 1,930

Gender .50 .50 2,351

School Type .79 .407 2,012

<Table 1>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df p CFI TLI RMSEA

Model 1 63.674 16 .000 .966 .925
.043

(.032-.054)

Model 2 68.562 18 .000 964 929
.042

(.032-.042)

<Table 2> Model Fitness

Model 2는 Model 1에서 유의하지 않는 경로계

수를 제거한 후 설정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낸다. 
모델을 수정할 경우 CFI는 낮아졌지만 TLI는 높

아지고 RMSEA가 낮아짐으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 분석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과 고

3에서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파악을 위

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수정된 Model 2의 적합도가 다소 높

지만, 가설설정을 반영하기 위해 Model 1을 바탕

으로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고3

때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분석을 통해 .463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둘째, 성별은 고등학교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결과분석을 통해 

-.426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서 학습 목적 컴퓨터 사용을 더 하는 경향이 있

음을 나타낸다. 
셋째,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로부터 가설 H3은 기각되었다. 고3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남학생과 

여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ath Estimation(Beta) SE etc

Use Computer for 
Learning →
Achievement

.463(.446)*** .056 H1

Gender →
Use Computer for 

Learning
-.426(-.403)*** .037 H2

Gender →
Achievement

.007(.070) .040 H3

School Type →
Use Computer for 

Learning
.365(.080)* .146 H4

School Type →
Achievement -.201(-.043) .146 H5

*p<.05 , **p<.01 , ***p<.001

<Table 3> Result of Structural Path Analysis

넷째, 학교유형은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결과로부터 인문고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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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 보다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유형은 고3때의 주관적 학업성취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부터 가설 H5는 기각되었다. 결과로부터 

인문고보다 전문고에서 오히려 주관적 학업성취

가 높은 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Fig. 2] Final Model

가설검정 결과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최종 모형

은 [Fig. 2]와 같다. 굵은 화살표는 경로의 유의성

을 나타내며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 값이다. 점선 

화살표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난 부분이며, 수정모형에서는 제거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을 활용하여 고

등학생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과 고3때의 주관

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성별, 학교유형 등과 

함께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와 논

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고3 때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학습

목적 컴퓨터 사용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Heo, 
2013b)에서는 원인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종단적인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변화(Heo, 2015; Sung, 
Heo, 2015)를 밝힌 연구에서는 종단적 변화 궤적

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결과(Kim, 2009)에서는 학

습목적 컴퓨터 활용이 국어나 수학 학업성취도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율에는 국어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학습목적 컴퓨터 활용이 고3때 학습자가 주관

적으로 느끼는 학업성취도 정도와 유의한 인과관

계가 있다는 결과를 밝힌데 의의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에서 

성별이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변화 1기와 2기에

서 모두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들(Heo, 2016; Heo, 2015; Sung, Heo, 2015)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중학교 1-3학년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Kim, 2009)에서는 초기치에만 차이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여학생이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학습목적의 컴퓨

터 사용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이론적 뿐만 아니

라 실증적으로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
셋째, 학교유형은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문고(일반고, 자율고, 어학계열 및 과학계열 특

목고 등)가 전문고(특성화고와 예술계열 특목고 

등)보다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Heo, 2016; 
Heo, 2015; Sung, Heo, 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에 다른 학습

목적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실증

적으로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와 논의로부터 제언을 이끌어 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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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학

습목적 컴퓨터 활용 교육의 전략 및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횡단적 연구

(Rha, Lim, 2005; Shin, Park, Kim, 2005; Kim, 
Park, Seo, 2008; Heo, 2012; Heo, 2013b)와 종단적 

변화연구(Heo, 2016; Heo, 2015; Sung, Heo, 2015)
를 통하여 학습목적 컴퓨터 활용에 대한 행태나 

패턴 등을 파악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이 학습자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의 발달시기에 맞는 학습목적 컴퓨터 활용의 교

육전략이나 정책, 교육과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컴퓨터 

활용 교육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컴퓨터 활용에 

있어 성별 차이는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한다. 학

습목적의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특성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한 교육 아이디어나 전략 등의 마련이 필요

하다.
셋째, 학교의 유형에 따른 컴퓨터 활용 교육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

목적 컴퓨터 사용변화는 성별이나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학교계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기기는 학습도구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 모두 적용되지만 이를 학습목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특성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3 시기와 그 외 청소년 시

기와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

니라 모형에서는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개인차

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변인 탐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

교적응력, 게임사용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

모형에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이론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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