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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교도서관의 매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체풍

부성 매체유용성 매체경험과 매체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 . , 132

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설설정 타당도 검증 인과 모형을 설정한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 . , 

학교도서관의 매체경험이 매체결정의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체풍부성과 매체 경험이 매체유용성을 . 

매개로 매체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교수 학습 과정 및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 -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서 학생들에게 매체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매체 결정 학교도서관 수행평가 정보활용교육: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richness, media 

usefulness, media experience and media decision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that determine the media 

of school library in solving performance evaluation tasks. For this purpose, 132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and their structural equation was set up by hypothesis setting, validity 

test, and causal mode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edia experience of school library is a major 

factor in media decision. Also, media richness and media experience appeared to influence media 

decision through media usefulness. The analysis implies that school library is centered on teaching 

- learning process and evaluation, so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school 

curriculum and school library is required to provide students experience on media as the center of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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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년 월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시험이 2016 4

아닌 수행평가만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훈령｢ ｣

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결과와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식을 융합.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부 (

각 급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에 걸쳐 수행평가가 적용 실시되고 있고 수행평가의 2016). · ,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조영기 김석우 이렇듯 교육 변화 요구( , 2007). 

에 따라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행평가는 교육 혁신

의 핵심적 방법의 하나로 시행 강조되었다· . 

수행평가는 학생이 답을 스스로 작성하거나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 또는 기능을 직접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지적 능력의 평가가 아닌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 ,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고급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평가 방식이다 노철현 이병( 2009; 

기 수행평가는 단순한 평가 방법의 변화가 아닌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 및 전문화2011). -

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원효헌 이와 같이 수행평가는 자료의 활용이나 탐구활동을 ( 2014).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자료. , 

를 활용한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의 정보 및 교- . 

육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매체와 기기 시설들을 , - , 

통합관리 및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한다 송기호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 2006). 

습활동을 지원하며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뿐 만 아니라 모든 매체의 형식이나 형태에 관계

없이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다(IFLA/UNESCO 

학교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서관활용1999). 

수업은 일반교과 및 실생활과 연계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승길 도서관활용수업은 각 교과에 관련된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2007). 

학습능력 정보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생애능력 등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병기 , , , (

송기호 이승길 2003; 2007; 2008).

학생들의 매체에 대한 선호도 혹은 매체 선택 결정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매체를 제공

하고 교육의 목적이나 교수 방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병기 학교도서관을 활용하, ( 2006). 

여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든 아니면 도서관활용수업의 차원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든 간에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자료 활용 패턴이나 행태를 파악하고 있어



수행평가 과제 해결에 있어 초 중학생의 매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3

- 133 -

야 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오프라인 자료와 온라인 자료 인쇄자료와 영상 및 전자자료 등 . , , 

다양한 형식의 매체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매체를 선택,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나 도서. 

관활용수업에 적절한 교수매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체 활용, 

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연 ( 2008).

그러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연구는 정보활용능력의 개념과 범위 정보활용과정 모형 정, , 

보활용교육의 지도 내용 등에 치중하여 교육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년도의 연구결과 이병기 와 달라진 바가 없으며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 분2011 ( 2011) , 

야에 있어서 학생들의 매체에 관한 연구 또한 교육 및 활용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 

매체 선정 및 이용은 이 러닝 이나 웹기반 학습 의 분- (E-Learning) (Web-based Learning)

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이 이루-

어지는 학교도서관 환경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할 때 학교도서관의 매체를 선택하게 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체를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데 . 

요구되는 하나의 의사소통 매체로 가정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개별적인 매체에 대한 특성에 대

한 연구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학습과제를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 매체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체풍부성이론 채널확장이론. (Media Richness Theory), (Channel 

에서 핵심 요소로 제시된 매체풍부성 매체유용성 매체경험 가지 요소를 Expansion Theory) , , 3

매체 결정을 위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선행 활동인 학습자 분석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수행평가와 매체 결정. Ⅱ

학교도서관과 수행평가의 연계성1. 

시간에 따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과 함께 교육을 평가하는 관점 또한 달라지

고 있다 수행평가 는 년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년. (Performance Assessment) 1996 , 1997

에 서울시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전국 초 중등학교에서 하나의 교육 평가·

의 방법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백순근 수행평가는 기존에 학습자를 평가하는 주된 방( 1999). 

법인 지필평가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실제 상황에서 학

습자들의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부적합하다는 비판에 교수 학습 평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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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재천 ( 2006). 

교육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되며 학습의 과정이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스스로 구성하

며 지식을 새로이 조직하고 생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행평가는 그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영기 김석우 전통적으로 교육활동은 학습자가 교수자로부( , 2007). 

터 전달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 

현재는 지식과 정보가 주된 사회 원천인 상황으로 변화하였고 수동적 학습과정보다는 다양, 

한 정보를 스스로 조직하여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 내어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주도하는 교

육방법과 평가가 강조되었다.  

수행평가는 학습자가 수행한 학습과제 과정이나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의 , 

결과를 판단하는 평가이며 허경철 학습자가 학습과제와 문제 해결 상황에서 보여주( 1999), 

는 반응의 구성이며 학습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 학습의 산출 결과 기록물을 토대로 이루어, , , 

지는 평가이다 부재율 양길석 이는 단순 답 선택과 암기와 같은 재생에 의존하는 기( , 1999). 

존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에 전통

적 교육 평가관과 대비된다 권혁일 수행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에 비해 지속적인 ( 2002). 

평가를 지향하며 개방형 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반응을 구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자, , 

들이 충분히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와 과정을 함께 평가한다는 특징을 , 

갖고 있다 권대훈 학습관 및 평가관 평가형태 평가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 2005). , , 

평가와 수행평가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과 같다< 1> .

전통적 평가 수행 평가

학습관 및 평가관

학습결과에만 관심· 

수동적 반응· 

기술의 분리적 평가· 

인지적 요소에 관심·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강조· 

학습 과정과 결과에 관심· 

능동적 의미 구성· 

통합적 학제적 평가· , 

메타인지 정의적 요소에 관심· , 

지식과 기술의 사용 적용을 강조· , 

평가 형태 지필 검사 지향· 실제평가 지향· 

평가 시기 일회적 평가· 지속적 평가· 

평가 내용 단일 속성· 다원적 속성· 

평가 대상 개인 평가만 강조· 개인 및 집단 평가 강조· 

표 전통적인 평가와 수행평가의 특징 비교< 1> (Herman, Aschbacher and Winters 1992, 13)

수행평가를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활용과정과 매

우 유사하다 수행평가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의미구성을 하며 그들만의 지식을 . 

만들어 나간다 박도순 홍후조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수 학습 활동에서도 학( , 2006). -

습자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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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송기호 는 점에서 수행평가의 해결 과정과 유사성( 2003)

을 찾을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매체를 지원하고 있다 여. 

기에서 말하는 학교도서관에서의 매체란 교수매체를 의미하지만 전자자료나 온라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기기나 자료를 의미한다 이병기 이러한 매체는 학교도서관 서비, ( 2006). 

스의 기초적인 인프라 요소로 이를 기반으로 정보 조직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 , 

한다(Loerstcher 2000).

학교도서관에서의 수행평가는 일반교사의 단독 교육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그림 , < 1>

과 같이 수업지도의 주체에 따라 사서교사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와 교과교

사와 사서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한 도서관 활용 협동 수업 형태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림 도서관을 활용한 수행평가 최성환 < 1> ( 2009, 3)

이에 수행평가라는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배영이 김영귀 ( ,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중심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수업 및 평가2002), 

에 필요한 자료 및 협조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수행평가는 그림 과 같이 . < 1>

다양한 교과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 ,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매체 결정 이론의 요소들2.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선정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수행평가·

의 본 취지에 가장 걸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수준 및 교육과정을 고려한 매체. 

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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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매체풍부성이론은 조직의 정보 처리 요구와 의사소통 매체의 적합성이 조직 효과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으로 각각의 매체는 전달 가능한 정보의 양에 차이가 존재하기에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위하여 적합한 매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Daft & 

매체풍부성에서의 핵심은 불확실성 과 애매모호성Lengel 1984; 1986). (Uncertainty)

으로 불확실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량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Equivocality)

는 정보량의 사이의 차이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뜻하며 애매모호성이란 상황에 대한 혼동, 

과 이해 부족을 의미한다 최수정 강경준 고일상 매체 평가 (Daft & Lengel 1984; , , 2007). 

기준인 즉각적 피드백 정보전달의 다양한 매체 개인화에 대한 집중화 언어의 다양성의 요, , , 4

소를 갖출수록 매체의 풍요도가 높으며 매체 선택 시 매체 풍요도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결, 

정된다 서길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려된 매체풍부성의 위계는 (Daft & Lengel 1983; 1998). 

그림 와 같이 대면 전화 개인 문서 공식 문서 수량 데이터 순으로 나타난다< 2> , , , , .

그림 매체풍부성의 위계구조< 2> (Daft & Lengel 1983, 8)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창출

해 내는 것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사조와 같이 매체 결정에 있어서도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매체경험에 대한 이론은 채널확장이론 에서 찾아볼 . (Channel Expansion Theory)

수 있다 년 과 는 매체의 풍부성은 사용자의 매체에 대한 경험이 매체풍. 1999 Carlson Zmud

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매체풍부성이론이 갖는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용. 

자가 같은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특정에 대한 매체에 대한 경험이 매체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영란 정소연 이는 기존의 메시지 해석이나 용량과 ( , 2015). 

같은 기술적 속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인식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

임을 나타낸다 김은미 또한 이러한 매체에 경험을 통해 매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 2006). 

있다면 보다 매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능숙해져 적극적으로 매체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김은진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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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매체의 특성 뿐 아니라 매체에 대한 사용 경험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

그림 채널 확장 이론 개념 모델< 3> (Carlson&Zmud 1999, 154)

앞서 제시한 매체풍부성이론과 채널확장이론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

로 매체풍부성이론은 매체들의 객관적 특성에 따라 매체 선택에 영향을 주며 채널확장이론, 

은 매체 선택 과정이 개인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선택으로 이루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철모( , 

정수현 전유희 , 2009). 

와 은 년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소를 통합하는 연구를 실시하DeLone McLean 1992

였고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이용 만족도,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Use), 

조직 성과 의 가지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Satisfaction), (Organizational Impact) 6 . 

이 중 정보시스템의 성공의 핵심은 사용자의 만족이라며 성공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IS . 

정보시스템 모형 연구 초기에는 이용의 개념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강제적 사용 환경에서는 

사용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후속 연구자들은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의 개념의 변수가 보다 적합한 측정 변수임을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Usefulness) (Seddon 

박정현 외 이동진 이상철 서용호 여기서 지각된 유용성은 1997; 2004; , , 2013). ‘특정 시스

템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수행 및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것이라 믿는 정도’를 의미하

며 이는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및 기술 수용에 영향을 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 (Davis 1989). 

학교도서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평가의 수행이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학생들의 믿

음을 지각된 유용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매체유용성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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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설계. Ⅲ

가설 설정1. 

가 매체풍부성과 매체 결정. 

매체풍부성이 높은 매체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과 풍부한 이해’

를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들이 매체풍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Daft & Lengel 1984, 557).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매체활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유일 신선진 현( , 2006; 

영란 정소연 원격교육시스템에서도 언어적 시각적 물리적 수단을 통한 지원은 시스, 2015). , , 

템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높여 시스템을 더욱 풍부한 매체가 되게 한다(Webster & Hackley 

1997).

도서 자료 청각 영상 자료 뿐만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등 학교도서관에는 다양한 매체들, , , 

이 존재한다 또한 동료 학생 교사 등의 다양한 인적 자원은 학습자 스스로 수행평가라는 학. , 

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풍부한 매체가 될 것이다 즉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풍부성을 . , 

인지한다면 스스로 수행평가에 알맞은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 

학교도서관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풍부성을 높

게 인식할수록 매체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매체풍부성이 높을수록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 

나 매체경험과 매체 결정. 

개인이 동일한 매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매체경험은 달라질 수 있으

며 개인의 매체에 대한 경험은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arlson 

최수정 강경준 고일상 매체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복합적인 문제& Zmud 1999; , , 2007).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유롭게 분야를 파악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

기에 현영란 정소연 학생들이 현상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여 실제 세계에 대처할 ( , 2015), 

수 있는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에 있어 경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와 같이 수행평가를 하는데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매체

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이 적고 이용이 용이할 것이다 매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수행평가를 . 

함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체를 선택이용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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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경험이 높을수록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2. . 

다 매체풍부성과 매체 경험. 

매체는 매체마다 고유하고 객관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매체의 풍요도를 결정한다, 

양재호 이현규 서길수 하지만 인지된 매체풍부성이라는 관(Daft & Lengel 1986; , , 1999). 

점에서 매체에 대한 풍부성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 

매체에 대한 풍부성이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똑같은 책(Calson & Zmud 1999). 

을 여러 학생이 읽었을 때 다른 감상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각기 다른 매체에 대한 경험, 

은 매체에 대한 풍부성을 다르게 인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학교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의 매체에 대한 풍부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매체경험이 높을수록 매체풍부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 

라 매체풍부성 매체 경험 매체유용성 그리고 매체 결정. , , 

매체풍부성이 높은 매체는 애매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뿐 아니

라 효율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매체유(Daft & Lengle 1984). 

용성은 잠재적 이용자가 매체를 사용할 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신, 

념도를 뜻하며 실제로 매체 선택 및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Davis 1989), (Seddon 1997).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개인보다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 매체에 대한 만족

도가 높고 매체에 대한 경험 증가는 매체유용성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양, (

재호 이현규 서길수 최수정 강경준 고일상 , , 1999; , , 2007).

이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풍부성을 인지하고 매체에 대한 경

험을 가진 학생일수록 매체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 인지할 것이고 이는 매체에 대한 선택 및 ,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매체유용성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매체풍부성이 높을수록 매체 유용성을 매개로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 

매체경험이 높을수록 매체 유용성을 매개로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5. . 

매체풍부성 매체경험 매체유용성 매체 결정의 요소들을 통해 만들어낸 가설들을 기반으, , , 

로 그림 와 같은 초기 모형을 설정하였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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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매체 결정에 대한 연구 초기 모형< 4> 

연구 방법2. 

가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수행평가 해결을 위한 매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의 매체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 진행하였으며 개 초등학교의 . 2016 9 26 30 5 , 3

초등학생 명 개 중학교의 중학생 명 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55 , 3 77 , 132 . 

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은 각 학교 사서교사의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문에 참여하였다.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학교급
초등학교 55 41.7

132(100%)
중학교 77 58.3

성별
남자 54 40.9

132(100%)
여자 78 59.1

학년

초3~4 29 22

132(100%)

초5~6 26 19.7

중1 28 21.2

중2 25 18.9

중3 24 18.2

표 설문 대상< 2> 

나 측정 도구 . 

본 연구는 매체풍부성 매체유용성 매체경험을 측정하여 매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 

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변수에 대한 참고문헌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모든 변수는 . < 3> , 

학생들의 설문 능력에 따라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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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명 및 정보활용교육 전공 교수 인과의 면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5 1 . 

문항은 가설과 같이 학교도서관에서 수행평가를 할 경우로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설문 문항, 

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변수명 측정항목 설문문항 리커트 점척도( 5 )

매체

풍부성

이해도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는 교사가 제공한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도① 

를 높인다. 최수정 강경, 

준 고일상, 

(2007),

Daft

& Lengel

(1986)

정보제공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는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의사소통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행평가에 대한 의견 궁금증 을 ( )③ 

교사와 빠르게 교환할 수 있다 학생 교사.( - )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행평가 대한 의견 궁금증 을 다( )④ 

른 학생들과 빠르게 교환할 수 있다 학생 학생.( - )

매체

유용성

자료 획득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는 수행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학습자료 획① 

득에 도움이 된다. 현영란 정소, 

연(2015),

Davis

(1989)

과제 이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수행평가 과제를 쉽게 해결한다.② 

능력 향상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학습능력 향상에 ③ 

유용하다.

효과 향상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는 수행평가의 결과물 향상에 유용하다.④ 

매체

경험

선경험 수행평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① Fulk

(1990),

Carlson & 

Zmud

(1999)

사용 수행평가를 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② 

매체 이해 수행평가를 하며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였다.③ 

활용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행평가를 해결하였다.④ 

매체 

결정

난이도 수행평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① 

Clark

(1983),

Suzuki

(1995)

이용 수준
수행평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① 

수 있었다.

중요도 인식 수행평가를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③ 

흥미도 수행평가를 하면서 사용한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④ 

시간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하면서 시간의 효율이 높았다. ⑤ 

표 설문 문항 및 출처< 3> 

연구 결과. Ⅳ

문항신뢰도 및 가설 검증1.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를 이용하여 각 변수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AMOS 22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 와 같이 . < 4> Cronbach s `

가 매체풍부성 매체유용성 매체경험 매체 결정 로 기준치인 .742, .811, .827, .787 , 0.7 α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지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충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이. 

론에 근거하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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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평균 편차
상관관계

신뢰도
매체 풍부성 매체 유용성 매체 경험 매체 결정

매체풍부성 4 3.6742 .57288 1 .742

매체유용성 4 3.7708 .62931 .563* 1 .811

매체경험 4 3.4621 .70270 .512* .581* 1 .827

매체결정 5 3.7500 .60197 .507* .708* .679* 1 .787

: * P< 0.01

표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4> , 

그림 는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로 매체풍부성 매체경험 매체유용성에 대한 상관관계 < 5> , ,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표 와 같이 카이제곱 검증, < 5> ( 의 유의 확률이 ) .000, 

으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DF=1.546 , RMSEA=0.65, 

모형과 실제 데이터 간의 괴리를 파악하는 증분적합지수인 RMR=0.37, IFI=.935, 

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LI=.920, CFI=.933 . 

적합지수
절대 적합지수 증분 적합 지수



(p) 


/DF RMSEA RMR IFI TLI CFI

수용기준 .05 이하3 이하.1 미만.05 이상.09 이상.09 이상.09

초기모형 .000 1.546 .065 .037 .935 .920 .933

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5> 

그림 매체풍부성 매체유용성 매체경험 매체 결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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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검증2.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매체풍부성과 매체경험을 외생 변수로 매체유용성을 매개변수로, , 

매체 결정을 내생변수로 채택하였으며 변수의 오차항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구조방. . 

정식을 통해 연구 모형의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6> . 

변수 간 관계
SD

estimate
estimate S.E C.R P

인과

관계

매체경험 → 매체풍부성 .612 .364 .085 4.290 *** +

매체경험 → 매체유용성 .402 .327 .100 3.284 .001 +

매체경험 → 매체결정 .511 .427 .110 3.880 *** +

매체풍부성 → 매체유용성 .475 .651 .195 3.342 *** +

매체풍부성 → 매체결정 -.074 -.104 .176 .-592 .554 -

매체유용성 → 매체결정 .567 .582 .164 3.541 *** +

표 연구 가설 검증 결과< 5> 

초기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매체풍부성이 높을수록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수행평가 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풍부성을 높게 . 

인지하는 것이 매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도서관의 매체 . 

이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

하여 학교도서관 안팎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풍부성의 인지가 

매체 결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체풍부성 하위 요인인 이해도나 정보. 

제공보다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매체풍부성의 설명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

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결과만을 중시하여 발생한 수행평가의 목적 전도 현상 . 

발생 및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을 원인으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풍부성이 매. 

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정 모형3. 

이에 매체풍부성이 매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을 제외하여 그림 과 같이 수정 1 < 6>

모형을 재설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사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 의 경우 )

표 과 같이 증분적합지수 < 7> 1.536, RMSEA=.064, RMR=.037, IFI=.935, TLI=.921, 

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CFI=.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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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지수
절대 적합지수 증분 적합 지수



(p) x2/DF RMSEA  RMR IFI TLI CFI

수용기준 이하.05 이하3 이하.1 미만.05 이상.09 이상.09 이상.09

수정모형 .000 1.536 .064 .037 .935 .921 .934

표 수정 모형 적합도< 7> 

그림 최종 수정 모형< 6> 

수정한 모형을 통해 연구 가설을 분석한 결과 표 과 같이 나타났다< 8> . 

변수의 영향 방향
SD

estimate
estimate S.E C.R P

인과

관계

매체경험 → 매체결정 .499 .427 .110 3.880 *** +

매체경험 → 매체풍부성 .607 .362 .084 4.292 *** +

매체풍부성 → 매체유용성 .464 .633 .190 3.328 *** +

매체경험 → 매체유용성 .411 .335 .099 3.390 *** +

매체유용성 → 매체결정 .517 .529 .134 3.955 *** +

표 수정 모형 검증 결과< 8> 

가설 2. ‘매체경험이 높을수록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준화 계수 값이 으로 강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0.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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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매체에 대한 다양한 노출은 학생들이 매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흔히 학교 현장에서 시간이나 매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수행평가의 본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는 학생 및 교사들이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근이용정리평가 ․ ․ ․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정보활용교육을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하여 학

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설 3. ‘매체경험이 높을수록 매체풍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두 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은 로 높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607 . 

대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도서관이 수행평가 과제 해결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불확실

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4. ‘매체풍부성이 높을수록 매체유용성을 매개로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매체풍부성이 매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매체풍. 

부성이 매체유용성에 의 영향을 미치고 매체유용성이 매체 결정에 의 영향을 끼치.464 , .517

고 있으므로 의 값인 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이에 총 효과 의 인과,  .464×.517 .240 , .240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행평가 과제 해결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매체풍부. 

성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이 수행평가의 과정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학교도

서관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매체 결정에 간접적이지만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가설 5. ‘매체경험이 높을수록 매체 유용성을 매개로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매체경험이 매체 결정에 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 매체경험이 . .499 , 

매체유용성에 매체유용성이 매체 결정에 의 값인 의 간접효과를 .411, .517, 411×.511 .212

나타내고 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값이 총 로 가장 높은 영향을 나타내었다. .711 .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교도서관에서의 매체경험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매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가설 와 의 직 간접효과는 표 와 같다. 4 5 · < 9> . 

변수의 영향 방향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매체풍부성 → 매체유용성 → 매체결정 .000 .240 .240

매체경험 → 매체유용성 → 매체결정 .499 .212 .711

표 직 간접효과 분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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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할 때 매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매체풍부성 매체. · 132 , 

유용성 매체경험 매체결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매체결정을 종속변수로 매체풍, , . , 

부성 매체경험을 독립변수로 매체유용성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고 , , 

각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해결함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매체유용성에 대한 지각은 매체 ,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수행평가에 .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존의 학교도서관의 매체에 대한 경험이 매체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도서관에서의 매체에 대한 경험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매체 , 

결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의 매체에 . 

대한 경험은 나머지 개의 변수인 매체풍부성 매체유용성 매체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3 , , 

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구조방정식 분석에 있어 설정한 가지의 가설 중에 , 5 ‘매체풍부성 매체결정→ ’을 제외

하고 ‘매체경험 매체 결정→ ’, ‘매체경험 매체풍부성→ ’, ‘매체풍부성 매체유용성 매체→ → 

결정’, ‘매체경험 매체유용성 매체결정→ → ’의 개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4

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매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일수록 학교도서관의 매체를 . 

이용하는 것이 수행평가 과제 해결이라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수행평가라는 과정과 , 

결과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매체를 스스로 다양하게 사, 

용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이 많은 매체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 , 

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간이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제공할 뿐만 .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매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는 그 규모가 작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매체가 적기

에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더- , -

욱 많고 다양한 매체를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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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 평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중심, 

이 되어야 한다 융 복합형 인재 과 같은 최신 교육 용어들은 단일 교과의 내용이 . · , STEAM

아니라 여러 교과들의 방법 내용 등이 함께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 

과 사서교사는 여러 교과의 수업을 함께 운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 교사와 학생들에·

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와 사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이용하는 것이 교과의 내용 습득 및 평가에 있어 효과적이

며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 해결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 결정에 영

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매체 결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화하여 학교도서관 중심의 , 

매체선택 모형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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