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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이 수학학업성취도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표 윤 희1) ⋅ 박 종 서2)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6-가 단계 수학 교과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용한 후,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반 인 수학

학습에 한 학업성취도와 수학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주제어] 사이버가정학습, 수학학업성취도, 수학  성향

Ⅰ. 서   론

지식기반정보화사회에서 교육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지식기반정보가 사회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부가가치가 높

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경직성과 일제성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지식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국력의 신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지식정보화사회의 교

육을 위한 신교육과정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능동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기주도

적학습, 문제해결학습, 재량활동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과 실천중심 교육과정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신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교육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공교육은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 및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

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이버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교육의 장을 확장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습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언제 어

디서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사이버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교수․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교육패러다임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육을 지배해왔던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1) [제1 자] 창원 남정 등학교

2) 진주교육 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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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이버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

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중등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4년 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e-learning 

10대 과제’의 하나로서 2학기부터 대구, 광주, 경북 등 3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었

고, 이와 같은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05년 4월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이

버가정학습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전국 단위 실시 6개월 만

에 전국 20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가 단계 수학 교과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적용한 후, 수

학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학학습

에 대한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가정학습

정보기술은 비즈니스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제 교육에도 디지털 혁명의 영향력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러닝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변화는 교육환경의 기술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과거와 같이 사람들을 교육으로 끌어들이

는 대신에 e-러닝은 교육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러닝은 기술기반(Technology-based) 교육을 의미하며, 컴퓨터 기반교육, 웹 기반

교육, 가상학습, 디지털 콜레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오프

라인 교육과 대비하여 흔히 쓰는 온라인 교육은 웹 기반교육을 의미하며, e-러닝의 한 부

분이다.

그리고 유사개념으로 쓰이는 원격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물론 e-러닝까지 포함하는 가

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실제로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e-러닝과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교

육은 C-Learning(Class-Learning), 즉 교실기반 교육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방법적 

차원에서 기술기반교육에 대비되는 교육방법으로 강사주도교육이 있다.

‘e’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이고, ‘Learning’은 자기주도형 학습을 의미이다. 

e-러닝을 활용한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각종 유료 학습 Site, 가상 대학, 위성TV 학습 

등이 있다.

e-러닝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는 CD나 파일 형태의 교재를 개별 컴퓨터를 통해 학습

하는  컴퓨터 기반(Computer-based) 교육, 인터넷 온라인(Web-based) 교육으로 인터

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웹 기반의 교육, 가상 학습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가상현실기법을 활용한 교육 등이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는 인터넷 기반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면서 분산형의 열린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교육을 뜻한다.

e-러닝의 목적은 면대면(face to face) 교육의 교실수업에서 어려웠던 개별학습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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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드백뿐만 아니라 교실학습 시 부진한 참여도를 보이는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고 상호교류를 증가시켜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e-러닝에 

대해 더 확대된 시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은 e-러닝을 온라인학습만으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원과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개방성, 융통성, 분산성을 

실현하는 학습형태로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에서 제시한 e-러닝의 형태별 특성은 [표 1]과 같고, 이의 실천방향은 [표 2]와 

같다.

[ 표 1 ] e-러닝의 형태별 특성

구분 교실수업형 교실수업 혼합형 e-러닝 단독형

특성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사

-학생간 면대면으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

 학교학습에서 중요내용을 

학습하고, e-러닝을 이용

하여 학생개인별로 보충, 

심화하는 학습

 e-러닝을 이용하여 학생

이 전체 학습과정을 개인의 

목표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

면서 진행하는 학습

[ 표 2 ] e-러닝의 형태별 실천 방향

구분 교실수업형 교실수업 혼합형 e-러닝 단독형

실천방향

교사 중심 교실수업
교실수업 + 

가정학습(Online)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은 교사 중심으로 

전달되고 필요시 다양한 

ICT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들의 학습활동 촉진유도

 교사가 핵심이 되는 수업

내용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활동을 온라인

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가정

에서 실시하도록 유도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목표

에 맞는 과목, 단원을 온라

인상에서 선택하여 학교나 

가정 어디에서 자유롭게 학

습하도록 유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은 e-러닝 실시에 있어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운영방법

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과 부합하는 모형을 찾는다면 교실수

업 혼합형을 들 수 있는데 교실 수업 혼합형을 교실수업을 통해 교사가 수업내용을 지도

하되, 학습자 수준에 따른 보충,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인 학습안내를 제공하고, 

Learning Agent의 지원을 통해 수준별 개별학습을 실시함을 말한다. Learning Agent란 

학습자의 온라인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인적 지원 체제로써 튜터, 사이버선생님, 사이버상

담교사, 학교교사 등을 일컫는다.

사이버 가정학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연(2004)은 사이버가정학습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교육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교육에

서는 자기학습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진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넷째,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주문형, 맞춤식 학습이 

가능하다. 다섯째, 최신의 경향 및 이론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동영상을 통한 쌍방향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및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가정학습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째, 학습자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는 반면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속성을 동반한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교사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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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자신의 이름, 지위, 배경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익

명으로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성과 익명성은 또한 이

중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교사의 권위나, 상황에 따

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감정 및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는 점이 있다. 둘째, 제한된 상호작용에 따른 동기 저하의 문제가 있다. 셋째, 학습결과의 

확인, 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교육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신뢰성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이버 교육은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평가는 반드시 실명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자료

가 실제 그 학생의 자료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버교육이 가지는 특성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전

의 양면처럼 그 장점이 사이버교육의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 잘 활용해

야 할 것이다.

2.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란, 학교의 학습 결과로 나타난 학생의 지적 발달, 즉 양적인 증가 및 질적 

변화를 포함한 발달의 정도를 일컫는다(김인식, 2000). 공식적인 학교 교육 목표의 대부

분이 학생의 지적 발달과 관련 있으므로 학업 성취도의 평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된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학업성적과 학습에 대한 최종 

결과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교육적 성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

러나는 것으로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이며 학습을 통해 길러진 능력으로 볼 수 있다.

3. 수학적 성향

NCTM(구광조 외 역, 1992)에서는 수학적 성향을 수학을 학습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해석하고 수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였는데, 수학적 성향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를 풀고, 아이디어를 교

환하고, 추론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의 유연성, 수학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자세, 수학을 행하는데 있어서의 흥미, 호기심, 창의성, 자신의 생각과 수행 결과를 모니터

하고 반성하려는 경향, 다른 과목과 일상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수학을 적용하는 

것의 가치로움을 아는 것,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수학의 역할과 도구와 언어로서의 수학

의 가치에 대한 이해하는 것 등이다.

4. 선행 연구의 고찰

사이버가정학습을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미영(2007)은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관한 연

구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강신주(2006)는 수학 학습부진아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e-러닝 학습체제 활용 사례 

연구에서 e-러닝 학습체제 활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동기부여, 흥미유발, 단계적인 계산 

방법의 습득, 개별화․수준별 학습 및 반복학습, 즉각적인 피드백의 기회가 마련되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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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어 수학과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리고 학

습부진아의 학습습관 및 태도는 흥미, 관심, 자신감, 학습의욕, 장래성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미연(2004)은 수학교과 사이버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효과 분석 이라는 논문에서 교사의 사이버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해 보니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비교집단보다 상위가 4.2%, 중간

이 14%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하위는 12.2%와 최하위는 1.4%가 줄어드는 현상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수학학습이 학생들에

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진아의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상이 중학생이거나 초등학교 일부 학생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6-가 단계 수

학교과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적용함으로써 수학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 C시에 소재하는 N초등학교 6학년 A반 학생을 실험반으로 선

정하고, 같은 학교 6학년 B, C반 학생을 통제반1, 통제반2로 선정하였다. 연구집단의 선

정은 6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수학 학업 성취도, 수학적 성향)를 실시하여 

동질집단인 반을 우선 선정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도 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하

여 3개 학급 학생의 생활환경, 학교 외 수학활동(학원, 과외지도 등), 담임교사의 교직 경

력, 성격, 연령, 성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맡은 실험반은 수학프로그램을 사이버가정학습에 적용하였고, 통제반1은 사이버가정학습

을 전혀 하지 않고 전통적인 수학교수학습을 적용하였으며, 통제반1은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지 않았고, 통제반2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는데 수학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프로그램을 에 적용하였다.

[ 표 3 ]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반 O₁      O₂ X₁  O₃     O₂    

통제반 1 O₁      O₂ X₂  O₃     O₂   

통제반 2 O₁      O₂ X₃  O₃     O₂   

     O₁: 사  수학 학업성취도 검사

     O₂: 수학  성향 검사

     X₁: 사이버가정학습 수학 로그램 용

     X₂: 사이버가정학습을 하지 않는 통 인 수학 교수․학습 용

     X₃: 사이버가정학습 사회 로그램 용

     O₃: 사후 수학 학업성취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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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가.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사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를 위한 예비검사는 5학년 가, 나 단계에서 25문항을 출제

하여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N시 소재 E초등학교에서 2007년 3월 5일에 실시한 결

과로 프로그램 SPSS 11.0 Windows용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는 .750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도구로 확정하였다. 사전검사 문항의 구성은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참고하여 5-가, 나 단계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10문항, 도형 영역

에서 3문항, 측정 영역에서 4문항,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1문항, 규칙성과 함수 영역에서 

1문항, 문자와 식 영역에서 1문항 등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수학 학업 성

취도 검사는 2007년 3월 15일 2교시에 40분간 N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험반을 포함한 4개 반에서 실시하였다. 채점은 연구자가 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한 문

항에 5점씩 배점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험반

과 가장 유사한 2개 반을 통제반으로 선정하였다. 사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를 4개 반

에서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 ] 사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학반 A B C D

학생수 37 37 37 37

총점 2859.73 2879.71 2814.96 2864.91

평균 77.29 77.83 76.08 77.43

SD 15.43 15.02 16.16 13.05

또한, 사후수학학업성취도 검사를 위한 예비 검사는 6-가 단계에서 25문항을 출제하여 

동학년 선생님들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검증한 후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

각되는 C시 소재 E초등학교에서 2007년 6월 25일 실시하였으며, 예비 검사 정답률이 

25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18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도구로 확

정하였다. 사후 검사 문항의 구성은 6-가 단계의 측정 영역의 1개 단원에서 4개 문항, 

확률과 통계 1개 단원에서 7개 문항, 규칙성과 함수 2개 단원에서 14개 문항으로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는 2007년 7월 3일 2교시에 40분

간 실험반과 통제반1, 통제반2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채점은 본 연구자와 통

제반들의 담임교사가 함께 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한 문항에 4점씩 배점하였다.

나. 수학적 성향 검사

수학과 정의적 특성의 성향에 관한 검사는 실험반의 수학적 성향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 검사지는 199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제

작하였고 김춘영(1992)과 안숙란(1998)의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

가 재구성한 것으로써 수학적 성향의 변화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학적 성향 검사지는 수학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 수학 교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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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습습관이라는 상위 3차원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 세부영역으로 우월

감, 자신감, 흥미도, 목적의식, 성취동기, 주의집중, 자율학습, 학습기술적용이라는 8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하위영역은 5문항씩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을 검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배열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검사지의 반응 형태

는 ‘항상 그렇다’ 2.5점, ‘대체로 그렇다’ 2점, ‘잘 모르겠다’에 1.5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0.5점을 부여하는 5단계 평정 척도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긍정형 문항과는 반대로 부정형 문항(5, 9, 13, 17, 18, 25, 26, 27번)

은 긍정형 문항과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사전 수학적 성향 검사는 2007년 3월 6일 

3교시에 실시하였고,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는 2007년 7월 4일 3교시에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수학적 성향 검사지의 영역 및 문항 구성은 [표 5]와 같다.

[ 표 5 ] 수학  성향 검사지의 역  문항 구성

상위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40)

수학 교과에 대한 

자아 개념

우월감 1~5
10

자신감 6~10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

흥미도 11~15

15목적의식 16~20

성취동기 21~25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주의집중 26~30

15자율학습 31~35

학습기술적용 36~40

Ⅳ. 연구의 실제

1.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 구안

본 연구자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을 통해 정상적인 수업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수준별 학습이나 다양한 ICT매체의 활용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은 수학 6-가 단계의 측정, 도형, 확률과 통계, 규칙성

과 함수 영역에 해당하는 2단원부터 8단원까지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남사이

버가정학습( )은 통합검색 사이트에서 새미학습을 입력하고 검색하여 

찾거나 주소창에 해당주소(http://lms.gnedu.net)를 바로 입력하여 새미학습 사이트에 들

어갈 수 있다. 새미학습은 크게 새미학습, 새미평가, 새미상담, 학습자료, 새미정보, MY샘 

등 모두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새미학습의 메인화면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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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새미학습의 메인화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은 새미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학습은 크

게 새미학급 홈과 수업 홈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새미학급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수학이모저모와 수학자, 수학끝말잇기의 메뉴를 생성하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목적의식 등 수학적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홈에서는 수업, 질문․답변, 수업과제방, 학습자료 메뉴가 있다. 수업은 경상남도교

육정보연구원에서 정선한 수준별 수학수업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다. 질문․답변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

문이 있을 경우 이용하고, 수업과제방은 각 단원별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과제로 제시하여 학생들로부터 과제를 제출받고 채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학습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ICT자료를 올려놓아 학생들의 과제해결이나 학습

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의 적용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은 수학 6-가 단계의 학습활동과 연계

하여 이루어졌다. 각 단원의 차시별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차시는 본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의 적용은 학교 수업이 마친 이후 

과외활동으로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하였고, 단원별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을 적용한 학습 시간 운영의 실제

1)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용 학습 차시안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이 이루어지는 차시 선정을 위해 본 연구자는 단원 전

체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각 차시별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적절한 수업동영상, 과제를 

정하여 적용하였다. 수학 6-가 단계에서 각 단원별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개한 차시와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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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용 학습 차시안

단원 수업동영상 내용 과 제

2. 각기둥과 각뿔
2. 각기둥과 각뿔(보충)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기둥과 각

뿔은 어떤 것이 있을까?2. 각기둥과 각뿔(심화)

3. 수의 범위
3. 수의 범위(보충)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한 이야

기 만들기3. 수의 범위(심화)

4. 쌓기나무
4. 쌓기나무(보충) ∘쌓기나무를 하고 나서 느낀 점
4. 쌓기나무(심화)

5. 겉넓이와 부피
5. 겉넓이와 부피(보충) ∘겉넓이와 부피를 설명해봅시다.
5. 겉넓이와 부피(심화)

6. 비와 비율
6. 비와 비율(보충) ∘비와 비율이 일상생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6. 비와 비율(심화)

7. 비례식
7. 비례식(보충) ∘비례식에 대하여
7. 비례식(심화)

8. 비율 그래프
8. 비율그래프(보충) ∘비율그래프를 배우고 난 후
8. 비율그래프(심화)

2)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용의 실제

가) 수업 동영상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선한 여러 가지 수업동영상 중 6-가 단계에서 2단원부

터 8단원까지 해당하는 수업을 보충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자료를 탑재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동영상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동영상의 메뉴는 크게 개념 익히기, 보충(심화)학습, 학습지 받기 등 3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개념 익히기에서 각 단원의 기본학습을 하고, 보충(심화)학습에서 수준별 학습

을 할 수 있으며, 학습지받기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학습지를 직접 풀어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수업동영상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이다.

< 그림 2 > 수업동 상 실행화면(개념익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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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수업동 상 실행화면(심화학습)의 

< 그림 4 > 수업동 상 실행화면(학습지받기)의 

나) 수업과제

학생들에게 단원마다 과제를 제시하여 단원별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학생별로 사이버 상에서 과제를 올리면 연구자가 그 과제에 대한 의견과 점

수(5,4,3,2,1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제의 열람은 연구자와 과제를 올린 

학생만 할 수 있어 학생들의 과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아래 <그림 5>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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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상에서 과제를 제시한 화면의 예이다.

< 그림 5 > 수업과 제방 화면의 

각 단원별 제시한 과제의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 표 7 ] 단원별 제시한 과제 내용

단원 과제 내용

2. 각기둥과 각뿔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은 어떤 것이 있을까? 

3. 수의 범위

  우리가 배운 수의 범위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글짓기를 해볼까요? 한편의 

글을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넣어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누가 

재치 있게 글을 쓰는 지 한번 볼까요?

4. 쌓기나무  쌓기나무를 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5. 겉넓이와 부피

  자신이 아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게 소개한다는 마음으 

로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에게 설명해주세요.

 1. 직육면체의 겉넓이란 무엇입니까?

 2. 그럼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3.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 직육면체의 부피란 무엇입니까?

 5.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6. 비와 비율

 우리 일상 주변에서 비와 비율은 어디에서 쓰이고 있을까요?

 4. 아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1) 0.3 : 0.7

  2) 30 : 90

  3) 80 : 56

 5. 비례식을 배우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8. 비율그래프

 1. 비율그래프에서 우리는 2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2. 위의 두 가지 그래프가 가지는 장점(좋은 점,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3.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4.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흥미로웠던 점, 자신이 

그래프를 만든다면 어떤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자세히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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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메뉴

질문 ․ 답변방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수학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6>은 학생의 질문에 교사가 답

변을 한 예이고, <그림 7>은 학생이 올린  질문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답을 올리며 토론

한 예이다.

질문

답변

< 그림 6 > 질문․답변방의 ①

<그림 7 > 질문․답변방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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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 이름 주 제

가우스  ‘수학의 왕자’ 

피타고라스 그리스의 수학자 

갈로와 21세 천재적 수학자 

오일러 눈 감고도 푼다? 

라이프니쯔 도이칠란드의 수학자 

카르다노 사기꾼 수학자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

새미학급 홈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학 이모저모 메뉴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

야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도록 한다. 아래 [표 

8]은 수학 이모저모의 내용 목차이고, <그림 8>은 수학 이모저모 화면의 예이다.

[ 표 8 ] 수학 이모 모 내용 목차

순서 제목

1 수학은 왜 배울까요?

2 역사 속 수학이야기 -마방진

3 우리나라 수학 이야기

4 수학에는 왜 노벨상이 없을까?

5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 그림 8 > 수학 이모 모 화면

수학자메뉴에는 유명한 수학자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수학자를 소개하였다. 

아래 [표 9]는 수학자메뉴의 내용 목차이고 <그림 9>, <그림 10>은 수학자메뉴의 예이

다.

[ 표 9 ] 수학자 메뉴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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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수학자 화면

<그림 10 > 수학자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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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니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고 개별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

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반복학습 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업동영상을 듣다가 중지하고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부터 수업동영상이 실행되어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사이버가정학습의 메뉴를 활용하는데 서툴렀으나 익숙해지

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출석현황이나 수업진행률 등의 메

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진행정도를 알 수 있어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과제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이버 상으로 제출하는 과제에 대한 의

견을 달 수 있고 점수도 부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

이 올린 과제는 올린 학생과 교사만 볼 수 있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과제를 올

릴 수 있었다. 평소 수업시간에 소극적이던 학생들도 질문․답변방을 활용하거나 쪽지기능

을 활용하여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었

다. 한 예로 수학자, 수학 이모저모의 메뉴는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학생들이 사이버

상의 쪽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수학자의 이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학습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의 마음이 연계되어 교사와 학생간의 좀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Ⅴ. 연구 결과의 분석

1.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사이버가정학습을 적용한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 수학 학업 성취도에 있어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학 학업 성취도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가. 사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 표 10 ] 사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1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77.29 15.43
.146 .885

통제반1 37 77.83 15.02

[ 표 11 ] 사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2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77.29 15.43
.343 .733

통제반2 37 76.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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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표 11]에서와 같이 사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실험반과 통제반1, 2의 

평균이 각각 77.29점, 77,83점, 76.08점으로 비슷하였으며, t-검증 결과 5%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사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 표 12 ] 사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1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79.86 18.15
2.104 .042

통제반1 37 68.97 23.27

[ 표 13 ] 사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2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79.86 18.15
2.076 .045

통제반2 37 69.29 21.22

[표 12], [표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반의 평균이 통제반들의 평균과 비교

하여 각각 10.89점, 10.57점 높게 나왔으며, t-검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에 수학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반이 전통적 수학교수학습을 

적용한 통제반1과 전통적 수학교수학습을 하면서 사이버가정학습에 사회프로그램을 적용

한 통제반2보다 수학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수학적 성향 검사

가. 사전 수학적 성향 검사 결과

[ 표 14 ] 사  수학  성향 검사 결과 1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57.70 4.77
.961 .343

통제반1 37 58.97 5.38

[ 표 15 ] 사  수학  성향 검사 결과 2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57.70 4.77
.857 .397

통제반2 37 58.81 6.51

[표 14], [표 15]에서와 같이 사전 수학적 성향 검사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평균이 

각각 57.70점, 58.97점, 58.81점으로 비슷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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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 결과

[ 표 16 ] 사후 수학  성향 검사 결과 1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62.05 8.97
2.982 .005

통제반1 37 54.98 9.95

[표 16]과 같이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실험반과 통제

반1의 수학적 성향 전체 평균은 각각 62.05점과 54.98점으로 타왔다. 실험반이 통제반1

에 비해 7.07 높게 나왔으며 t-검증 결과 실험반이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에 있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가정학습

을 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 적용이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반2의 경우는 실험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하였으나 수학이 

아닌 사회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 표 17 ] 사후 수학  성향 검사 결과 2

구분 N M SD t p

실험반 37 62.05 8.97
1.288 .206

통제반2 37 58.86 11.96

[표 1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반과 통제반2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반의 평균이 통제반2에 비해 3.19점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통제반2는 전통적인 수학 교수학습을 유지하면서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사회과목을 적용하였으므로 수학적 성향의 평균에 조금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제반2는 실험반과 같이 적용한 과목은 다르지만 사이

버가정학습을 통해 정의적 영역인 부분에서 학습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7차 초등학교 6-가 단계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수학학습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 및 수학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학 학업 성취도

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수학학습을 한 학생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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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사회학습을 한 학생들보다 수학학업성취도 향상에 있어 더욱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이버가정학습을 적용한 실험반과 통제반1은 수학적 성향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이버가정학습

을 통한 사회학습을 한 학생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소 

수학적 성향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수학학습을 통해 학생들

이 스스로 학습을 구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수학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고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수학적 성

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수학학습을 새미학급과 수업홈 두 가지

로 제한하였으나, 사이버가정학습의 다양한 메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새미학급에서 게시판을 수학이모저모와 수학자 등 두 가지를 운영

하였지만, 학급을 개설하기 전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다른 게시판을 만들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실험반과 통제반2 사이에 수학적 성향 

면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

의 활동이 통제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적 부분에서는 분명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더욱 사이버가정학습

을 활용하고 일반화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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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yber Home Learning System on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s and Mathematical Disposition

Yun Hee Pyo3); & Jong Seo Park4)

This research aimed to find out what kind of effects cyber home learning 

system has on the 7th educational system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6. Specifically, the effects on the students'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s 

and mathematical disposition.

The following items were established for the research objective.

First, analyze what effects using the cyber home learning system for studying 

mathematics has on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s.

Second, analyze what effects using the cyber home learning system for 

studying mathematics has on mathematical disposition of the stud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the students who were subjected to the cyber home learning system 

showed improvements in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s compared to those 

who weren't. Furthermore, the students who were subjected to the system on 

mathematical program showed greater improvements than those who were 

subjected to the system on social program.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s subjected to the system, when 

compared with the comparison group 1, was shown to have positive, 

statistically-significant effects on mathematical disposition. Moreover, though 

effects w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the group that was 

subjected to the system on social program, it was seen that there were changes 

in mathematical disposition to some degree.

Keywords: Cyber Home Learning,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s, 

Mathematic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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