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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모바일 앱의 ARCS 요인과 학습지속의도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Analysis for SEM of ARCS Factor and Persistent 

Learning-Intension in Educational Mobile App

최병수*, 유상미**

Byongsu Choi, Sang-mi Yoo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용 모바일 앱에 대해 ARCS 모델을 적용하여 질적으로 평가하고
자 하였다. 평가는 2012년도 H대, S대, D대 3개 대학에서 ‘정보교육론’을 수강하는 학생 60명에게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용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ARCS 동기 전략과 학습자 관점에서의 학습지속
의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ARCS 동기 전략과 학습지속의도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집중, 관련성, 자
신감, 만족감 4 요소와 학습지속의도 변인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PLS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육용 모바일 앱은 동기전략 중 주의집중이 가장 높았고, 만족감이 가장 낮았다. 둘째, 동기전략 중 
관련성은 주의집중, 자신감,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은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동기전략 중 학습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성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끝으로 교육용 모바일 앱의 개발에 있어서 교수-학습적 분석, 평가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perform the qualit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ARCS Model of educational 
mobile applications for smart phones. The evaluation has been performed targeting 60 students who attending 
the subject of informational education in 3 different universities in 2012 by allowing them to select the 
available educational mobile App installed in their smart phone. After, the level of persistent learning-intension 
from each student and the efficacy of ARCS motivational strategy was measured at learner’s perspectiv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established and analyzed with PLS metho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S motivational strategy and the persistent learning-inten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educational mobile App in various the motivational strategies showed 
different results that is the highest attention as well as the lowest satisfactory level. Second, the relevance in 
motivation strategies ha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attention,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other factors of attention, relevance, and confide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satisfaction. Finally, result demonstrate that the relevance is the critical factor inducing the significant effect in 
persistent learning-intension among the motivation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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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ablet PC, Net-book, 스마트폰 등과 같은 경량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화와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 기술

의 발 은 e-learning으로 변되는 작 의 교육 환경에 

Smart learning(이하,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와 함께 

 다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교육용 모

바일 앱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상도 그 하나로 볼 수 있

다
[1,20]. 이는 교육용 모바일 앱의 증가와 맞물려 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에서 교육용 모바일 앱

이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만족도 등 학습 효과를 극 화

하기 한 교수-학습 략이 히 반 되었는가에 

한 질 인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학습자 특성의 하나인 학습 동기에 해 잘 알려진 이

론으로  Keller의 ARCS 모델이 있다. Keller의 이론에 의

하면 학습 동기는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과 같

은 요소들을 진시킴으로써 향상된다고 하 다. 한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학업 성과와 상 이 있다. 강물  

외(2006)의 ARCS 동기 략의 효과성에 한 메타분석

에서 ARCS 동기 략의 활용은 실제 학습자의 학습 효

과를 높이는데 효과 인 방법으로, 면 면 수업이나 컴

퓨터 활용 수업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큰 효과 크기를 나

타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모바일 앱이 ARCS의 동

기유발 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학업의 성과와 련하여 학습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  

교육용 모바일 앱에 한 학습자의 학습 지속 의도를 측

정하고자 하 다. 한, 교육용 모바일 앱에서 보다 정교

한 동기유발 략을 설계하기 해 ARCS 모델의 4개의 

요인 간의 상호 련성  ARCS 요인과 학습 지속 의도

에 한 인과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고, PL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용 

모바일 앱은 ARCS 학습 동기 요인을 얼

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ARCS 모델의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 학습 동기 요인들 간에는 어떠한 

향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ARCS 모델의 학습 동기 요인들은 교육용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학습하고자 하는 학

습자의 학습지속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아직까지 교육용 모바일 앱의 분석과 평가에 ARCS 

학습 동기 이론을 용하여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 지속 의도를 

높이기 해서 교육용 모바일 앱의 개발 시 학습 동기와 

같은 학습자의 특성과 함께 보다 정교한 교수-학습  

략이 고려되어야 함을 논의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ARCS 모델을 적용한 교육 콘텐츠 분석

교수-학습의 성과(performance)는 학습자의 기본 인 

학습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동기 유발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행동을 끌어냄으로써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에서 “학습 동기”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의 성과와 련한 “동기”는 학습 의지를 유

발(arousal)하여 학습을 하도록 자극하고, 학습 목표를 

지향(direction)하도록 정  태도를 이끌어 내며, 학습 

행동을 지속(persistence)하게 하여 궁극 으로 학습 목

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학습 동기에 

해 Keller(1983)는 ‘주의집 (Attention)', ' 련성

(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

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를 정의하 는데 이것을 ARCS 

동기 모델이라고 한다[3]. 이러한 ARCS 동기 모델을 교과 

수업을 한 학습 지도안과 학습 로그램 설계 시에 그

리고 웹 코스웨어 는 이러닝 시스템 설계  개발 시에 

교수-학습 략으로 용하 을 때 학습자의 학업성취

도와 만족도에서 정 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4, 5]. 즉, ARCS 학습 동기 모델은 오 라인 는 

온라인 환경에 상 없이 효과 인 교수-학습 략임을 

알 수 있다.

2. 학습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IT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 즉, 이러닝이나 모바일러

닝과 같은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

나는 기술  역에 한 향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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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 콘텐츠에 한 향요인이다. 자는 주로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간과 장소에 한 제약 없는 비동

기  실시간 상호작용, 편재성의 증  등이며, 후자는 교

육내용의 성, 학습 동기  흥미 등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만족도 향요인으로 시스템 이고 

기술 인 향요인이 아닌 개인 이고 정의  의 학

습동기에 주목하 다. 선행 연구에서 키 기반 혼합학

습 시 학습동기  학습공동체의식과 같은 학습자 특성

이 수행만족도와 정 인 상 이 있었고
[6],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에서 볼 때[7], IT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에서도 학습 동기는 학습 만족도를 측하

는 요한 변인으로 단할 수 있다. 한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는 학습자의 학습의도 는 특정 콘텐츠의 사용의

도 등을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8, 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만족도를 학습지속의도 변인으로 설정 후 학습

지속의도에 ARCS 동기 요소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들에 한 인과 계를 구조모델로 설계하

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ARCS 동기유발 요소 간 관계

ARCS 동기유발 략에서 “주의집 (attention)”은 학

습자가 외 인 학습 자극에 의해 흥미를 갖고 수업 내용

에 집 하는 것을 말하며, “만족감(satisfaction)"은 내재

 강화와 외재  보상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 성취에 

해 정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의 시작에서 

학습 자료의 지각  제시 등을 통해 주의집 을 이끌어 

내고 학습에 한 탐구  각성이 학습 종료 시까지 지속

된다면 학습자의 학습 만족은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ARCS 모델에서 주의집 은 일종의 ‘몰입(flow)'이라 할 

수 있다. flow에 한 연구에서 많이 찰되고 있는 특징

으로 시간감각 왜곡, 주의집  등이 알려져 있다[10]. 사이

버 학생을 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학습에서의 

주의집 과 몰입은 학습자의 만족도를 측하는 변인으

로 확인된 바 있다[11]. 이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

이 가능하다.

H1 : 교육용 모바일 앱의 주의집 (A) 요소는 학습자

의 성공 인 학습 결과에 한 만족감(S)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ARCS 동기유발 략에서 “ 련성(Relevance)"은 학

습자 스스로 그 내용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학습내용이 학습자 자신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동기를 유발하는 개념이다. 일반

인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수업내용이 련성과 실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몰입

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다
[12]. 교육용 모바일 앱을 활용

한 스마트러닝 환경에서도 학습 주제에 한 련성이 

높을 때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한 호기심이 자극되고 

학습 내용에 해 친 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집 하고 몰입하도록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근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2 : 교육용 모바일 앱의 학습자에 한 학습 련성

(R)은 주의집 (A)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한 교육용 모바일 앱의 련성은 학습자의 자신감

에 향을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 러닝에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 학업 련성 변인은 학습수행력과 학습효

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측에 해 유의미한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련성이 있다면 

학습에 한 불안이나 공포보다는 학습에 한 자신감과 

같은 정 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3 : 교육용 모바일 앱의 련성(R)은 자신감(C)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용 앱의 련성은 궁극 으로 

학습에 한 성공 인 노력에 집 하게 함으로써 학습 

결과에 한 만족감을 갖게 할 것이다. 류지헌(2007)은 

기업의 이러닝에서 제공되는 학습내용이 업무수행에 유

용한가를 인식하는 정도가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으며[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용 모

바일 앱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학습자 역시 자신의 학습 

목표와 부합되고 친 할수록 학습에 한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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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 교육용 모바일 앱의 련성(R)은 학습자의 학습 

만족감(S)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ARCS 동기유발 요인  주의집 과 련성이 

만족감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여기서 자신감 한 만족감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감은 학습에서 무엇을 수행해

야 하는지 학습도  수 을 명확하게 해 으로써 학습자

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학습에 성공할 수 있음을 자극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성공

으로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개인

이 의도한 수 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이버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실증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과목에의 

즐거움을 느낀다”와 같은 만족감에 정 으로 유의한 

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1].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H5 : 교육용 모바일 앱에서 학습자의 자신감(C) 요소

는 학습 만족감(S)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학습지속의도에 대한 ARCS 선행 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속의도 요인에 해 ARCS 동기

유발 략 요인인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 요

인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교육용 모바일 앱 사용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지속

의도(Persistence: P)를 평가하 는데, 학습지속의도는 

수강의향, 추천의도 는 학습참여도 등과 유사한 성격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스마트러닝을 기반으로 한 

어교육 로그램에서 어교육의 몰입 요소가 재수강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 

교육용 모바일 앱의 경우에서도 주의집 (A) 요소가 학

습지속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 가능하다. 

신호균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학업 련성 변인이 학

습에 한 정  기 감을 매개로 스마트러닝을 통한 

학습에 한 수용태도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교육용 모바일 앱에서 학

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 정도에 

한 련성(R)이 학습지속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학습지속의도는 자신감(C)이 충분히 충족되었

을 때 교육용 모바일 앱의 사용을 통한 학습을 지속 으

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TAM2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의도에 한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된 지각된 

유용성 변인은 학습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9], 여기서의 지각된 유용성 변인은 ARCS

의 자신감 변인과 그 맥락에서 유사하기에 이 역시 학습

지속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콘텐츠나 서비스에 한 만족은 일반 으로 해당 상

품에 해 구매의도 는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은지 외(2012)의 교육용 어

리 이션 만족요인과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연구에서 학습자의 기 와 학습목 에 알맞은 

콘텐츠의 내용, 구성의 함  실용  가치를 포함하

는 변인이 학습자에 한 만족을 매개로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16]. 교육용 모바일 앱에 한 

구매의도는 학습자의 학습지속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에, 

교육용 모바일 앱 사용 경험에서의 만족감(S)은 학습자

로 하여  해당 앱을 통한 학습 의사를 지속시켜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ARCS 모델 상의 

4개의 요인과 학습지속의도에 한 가설 H6～H9를 설정

하 다. 이를 포함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그림 1에 도

시하 다.

H6 : 교육용 모바일 앱의 주의집 (A) 요소는 학습지

속의도(P)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 교육용 모바일 앱의 련성(R) 요소는 학습지속

의도(P)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 교육용 모바일 앱의 자심감(C) 요소는 학습지속

의도(P)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 : 교육용 모바일 앱의 만족감(S) 요소는 학습지속

의도(P)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델
Fig. 1. A model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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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 연구 방법

가. 측정 도구의 설계

연구 모형의 검증을 해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 요인에 해 각각 3개 문항으로 설문하 고, 교육

용 모바일 앱 사용 후의 학습지속의도는 사용의도와 추

천의사를 5개 문항으로 질문하 다(표 1 참고).  

요인과 변수 조작  정의 련연구

주의집

(A)

A1 자료의 지각  각성

  김병욱 외

  (2010)
[17]

A2 수업주제의 탐구  각성

A3 자료의 변화와 다양성

련성

(R)

R1 학습 내용의 목 지향성

R2 학습동기와 가치 자극

R3 경험과의 친 성

자신감

(C)

C1 학습요건과 평가 거인지

C2 학습 성공에 한 신념

C3 자기주도  통제성

만족감

(S)

S1 학습자의 내재  강화

S2 학습자를 한 외재  강화

S3 학습결과에 한 공정성

학습

지속의도

(P)

U1 학습을 한 사용 의도
  이성일   

  (2012)
[7]

  신호균 외

  (2011)[13]

U2 부족한 학습을 한 사용

U3 해당 앱의 선택 정도

D1 해당 앱의 추천 의사

D2 추천 극성

표 1. 측정 도구의 설계표 
Table 1. Construct Measurement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12년도 H , S , D  3개 학에서 ‘정보교육론’을 

수강하는 학생 60명에게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교육

용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 다. 선정된 교

육용 모바일 앱에 ARCS 모델을 용하여 동기유발 략

에 해 평가하고, 학습자 에서 학습지속의도에 

해 측정하도록 하 다. 이를 해서 학생들은 ARCS 모

델에 해 수업시간과 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이론 으

로 충분히 학습하 다. 특히, 교육용 모바일 앱에 한 실

질 인 분석과 평가를 해서 2～4명이 으로 구성되어 

해당 교육용 앱을 사용해 보고 그 경험을 토론하도록 함

으로써 분석에서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유도한 후, 각 설

문 문항에 해 1～5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 다.

PLS는 구조모델과 측정모델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AMOS, LISREL과 비슷하나 PLS는 AMOS에 비

해 비교  덜 견고한 이론  배경에도 연구모델의 분석

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PLS를 이용한 분석

은 설문의 개발이나 이론 개발의 기 단계 는 연구모

형 체의 합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인과 계를 분석

하기 해 더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  PLS는 비교

 은 수의 표본수로도 분석이 가능한데 각 잠재변수

를 측정하는 가장 많은 수의 측변수의 10배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18].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ARCS 동기 요인 

 학습지속의도 변인들 간 인과 계를 탐색하기 하여 

구조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PLS를 채

택하 다.

2. 연구 결과

가. 교육용 모바일 앱의 ARCS 특성

ARCS 모델 상의 4개 변인에 한 기술 통계 값은 표 

2와 같다. 교육용 모바일 앱에 한 ARCS 동기 에

서의 평가 결과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 순으로 

나타나, 주의집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

습 결과에 한 공정성  내․외재  강화에 한 만족

감 변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균 표 편차

주의집 (A) 3.794 0.123

련성(R) 3.611 0.303

자신감(C) 3.533 0.141

만족감(S) 2.937 0.525

표 2.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가설 검증 이 에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해 수렴타

당성과 별타당성를 검사하 다. 수렴타당성은 복합신

뢰도(CSRI)값이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값이 0.5이

상일 경우 내  일 성이 있다고 평가된다[19]. 

분석 결과 구성개념  자신감(C) 변인의 크론바 알  

값이 0.445로 매우 낮게 나타나 통계  해석을 통해 C1 

변수를 제거하고 0.723을 확보하 고, 만족감(S)의 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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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알  값이 다소 낮으나 복합신뢰도 값과 AVE값이 기

치 이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단하 다

(표 3 참고). 나머지 구성개념들은 조건을 만족하기에 측

정도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성   

개념 변수 재치 t -값 CSRI
Cronbachs 

Alpha
AVE

주의

집

A1 0.759 13.779

0.842 0.721 0.640A2 0.799 16.305

A3 0.839 31.022

련성

R1 0.710  8.263

0.838 0.717 0.634R2 0.826 25.393

R3 0.846 21.401

자신감
C2 0.865 26.670

0.878 0.723 0.782
C3 0.903 69.743

만족감

S1 0.681  8.619

0.784 0.592 0.549S2 0.804 18.414

S3 0.732 13.620

학습

지속의도

U1 0.733 12.859

0.865 0.802 0.565

U2 0.626  8.869

U3 0.643  9.028

D1 0.860 32.549

D2 0.862 25.830

표 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Table 3. Reliability & Validity

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 값의 제곱근이 

해당 요인과 다른 요인간의 상 계수보다 커야 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될 수 있다[19]. 표 4를 보면 각선 

방향의 AVE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보다 크므로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R C S App

A 0.800*

R 0.683 0.796*

C 0.216 0.284 0.884*

S 0.503 0.555 0.622 0.741*

P 0.427 0.700 0.258 0.460 0.752*

표 4.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and 
          AVE2

*) 구성개념에 한 AVE값의 제곱근

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

PLS에서는 구조모형의 합성을 알아보기 해 측

합도와 반  합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측 합

도는 R2값을 상(0.26 이상), (0.13이상에서 0.26미만), 

하(0.02이상에서 0.13미만)로 구분하여 단한다.  다른 

방법으로 Stone-Geisser Q2 test 통계량인 복성

(Redundancy)값을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복성 값이 0

보다 큰 양수일 때 측 합도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 

표 5를 보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내생변수의 R Square

값  자신감(C) 변인의 값은 낮았으나, 그 외 변인은 모

두 0.4 이상으로 상(0.26 이상)의 수 을 나타내었고, 내

부변수에 한 복성 값의 경우에서도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구조모형의 측 합도가 확보되었음을 볼 

수 있다. 

R Square Communality Redundancy

A 0.467 0.640 0.291

R 0.634

C 0.081 0.782 0.062

S 0.567 0.549 0.117

P 0.500 0.565 0.269

표 5. 모형 적합도 지표
Table 5. Model fit Index 

한 PLS 구조모형의 반 인 합도 평가는 모든 

내생변수의 분산설명력인 R Square 평균값과 공통성

(Communality) 값의 평균값을 곱한 결과에 한 제곱근 

값으로 산출하고, 그 값이 최소 0.1 이상이어야 하며 상은 

0.36 이상,  0.25에서 0.36, 하 0.1에서 0.25로 단한다. 

연구 모델에서 이 값이 0.506으로 산출되어 상 의 모델 

합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서 본 연구의 구

조모델은 합도 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확보하 다.  

라. 연구 가설의 검증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고 모형의 합도가 확인되었다. 이 측정모형 하

에서 각 구성개념 간의 경로에 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

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PLS에서는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신뢰구간 추정을 직  제시해 주지 않기에 가설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여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추정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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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ARCS 모델의 4개의 요소 간의 계를 검증하고

자 한 가설 H1～H5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로써 주의집

(A), 련성(R), 자신감(C) 요인이 모두 만족감(S) 요인

의 선행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련성(R) 요인은 

주의집 (A)과 만족감(S) 요인에 한 선행요인으로 밝

졌다.

다음으로 ARCS 요소가 학습지속의도(P)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가설 H6～H9는 가설 H7 만이 채택

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즉, 학습 동기 요소  

련성(R)만이 학습지속의도(P)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조사되었다.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의 채택 여부는 표 

6에 정리하 다.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검증결과

H1 주의집 →만족감  0.202 2.847 채택

H2 련성→주의집  0.687 14.898 채택

H3 련성→자신감  0.284 3.723 채택

H4 련성→만족감  0.282  3.083 채택

H5 자신감→만족감  0.510  7.948 채택

H6 주의집 →학습지속의도 -0.126 1.082 기각

H7 련성→학습지속의도  0.718  8.342 채택

H8 자신감→학습지속의도  0.008  0.072 기각

H9 만족감→학습지속의도  0.119  1.202 기각

표 6. 경로 모델의 결과
Table 6. Path model results

Ⅴ. 결 론

본 연구는 교육용 모바일 앱에서의 ARCS 동기 요소

와 학습 지속의도를 분석하여 교수-학습  에서의 

질 인 평가를 시도하 다. 연구 결과에 한 요약과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용 모바일 앱은 ARCS 요소  주의집  요

소가 가장 높았고, 만족감 요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행 교육용 모바일 앱이 화려한 멀티미디

어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선을 끌어들

이고 있으나 학습 자체는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ARCS 요소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는 자신감, 련성, 주의집  순으로 만족감에 향을 미

쳤고, 특히 련성 요소는 주의집 , 자신감, 만족감 요소

의 선행요인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용 모바

일 앱의 학습 목표와 내용이 학습자와의 련성이 높을 

때 집 과 몰입을 하게하고 학습에 한 자신감을 높이

며 이들을 매개로 학습의 만족감에 정 인 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셋째, 교육용 모바일 앱을 통한 학습 지속의도에는 

ARCS 요소  학습에 한 련성 요소만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용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학습할 때 학습자의 학습 의지는 학습자가 해

당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기 목  이유와 필요성에 의

해서 좌우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 에

서 교육용 모바일 앱은 련성을 제외한 동기 략 요소

들이 학습자의 학습 지속의도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용 모바일 앱이 매력 이며 효과 이고 

효율 인 학습 매체로 발 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근한 동기 략  학습 지속의도 등과 함께 체계 인 

교육  분석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

구를 토 로 교수-학습 략이 충분히 고려되어 교육용 

모바일 앱이 설계․개발된다면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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