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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송고 학습자의 배경 변인별 학습 황과 학습 태도에 따라 형성평가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2018년 1학기동안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해 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학습한 1학년 2,965명의 로
그데이터를 분석하 다. 학습자의 성별, 연령, 소속 학교의 지역에 따라 학습 황을 살펴보았으며 차시당 학습 
횟수, 진도율, 학습 기간, 학습 시작 월, 차시별 형성평가 성  등을 분석하 다. 한 학습 성실도를 악하기 
해 차시별 학습 빈도를 포함하여 왜도와 첨도를 구하여 성실한 학습 태도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하 다. 그 결과, 차시당 평균 학습 횟수, 학습 기간, 진도율, 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체로 나이가 많은 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방송고 학습자들의 평균 학습 기간은 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 기간이 길수록 형성평가 성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기에 집 하여 학습하는 학습자보다 학습 횟수가 짧더라도 꾸 히 학
습하는 학습자들의 형성평가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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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xplore the learning attitude of the learners and the effects of conscious learning attitudes on aca-
demic achievement in On-line education system of open high school, we analyze the log data of 2,965 first grad-
ers who studied English, Math, Integrated Society and Integrated Science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learning status according to the learner's background variables, and analyzes the number of 
lessons per hour, learning progress rate, learning period, learning start month, and formative evaluation results for 
each class. In addition, to verify the effects of conscious learning attitude on academic achievement,  skewness 
and kurtosis are calculated by using learning frequency values for each class. As a result, in almost all fields, the 
average number of lessons per class, study duration, progress rate, and grades, women are higher than men. In 
addition, the older ones are, the higher they are and the Seoul area is higher than the other area. The average 
learning period is 2～3 months, and the longer the learning period, the higher the formative evaluation score. 
Lastly, even though the number of learning is lower than that of learners who concentrate o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formation scores of learners who learn consciously ar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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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업 령기에 학교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성인 학습

자를 해 1974년 설치된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

고)는 ‘ · 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졸 학

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 국 42개 고등

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방송고 교육과

정 운 의 핵심 인 특징은 부분의 수업은 사이버교

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연간 

20일 이상의 출석수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보완하고 

있다는 이다. 즉, 온라인과 오 라인이 혼합(blended)

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9년 기  방송고의 총 학생 

수는 9,869명으로 50  이상의 성인 학습자가 약 60%, 

10  학생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7]. 

학습자 스스로 학습 반에 걸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 효과 증진, 교육

성과의 극 화가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9]. 특히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다수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으로 학습시간이 부족

하다[5]. 이에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온라인 학습에서 시간 리 략은 많은 연구에서 학습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 변인으로 탐구되고 있다

[10][18]. 다수의 연구에서 주기 으로 학습한 학습자가 

높은 성취도를 보이거나 학습시 의 규칙성이 학업 성과

를 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6][8][10][13][18] 

학습 횟수나 총 학습시간이 학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8][9][12][18]. 

온라인 학습에서의 성실성(conscientiousness) 역시 

학업 성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최근 다양

한 연구에서 탐구되고 있다[3][7][16]. 성실성은

(conscientiousness)은 성격의 구성요인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해 목표지향  행동을 

진하며 행동의 지속성을 갖게 하는 성취 지향 인 성질

을 말한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목표한 바

를 이루기 해 행동의 지속성을 가진다는 성실성을 학

습 횟수와 학습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

다. 이에 2018년 1학기 동안 방송고 학습자가 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를 학습하면서 LMS에 쌓

은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시당 학습 횟수, 진도율, 

학습 기간, 형성평가 수 등을 분석하여 배경 변인별로 

학습 황이 어떠한지, 학습자의 학습 시간과 련된 변

인을 활용하여 학습 태도 즉, 꾸 하게 학습하는 성실한 

학습자와 특정 시기에 집 하여 학습하는 학습자간 학

업 성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시간

학습에서 학업 성취도는 학습 효과와 련하여 요

한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학업 성취

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 있으며 성공 인 

학습을 해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러닝 

학습에 있어서 학습시간 련 변인은 학업 성취도에 높

은 향력을 지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시스

템 속 횟수, 속시간과 같은 학습시간 련 로그데이

터를 통해 학습 참여도를 측정하기도 하 다. 학습자가 

학습한 시간에 한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콘텐츠를 

학습한 시간과 함께 다양한 학습 활동, 를 들어 토론, 

과제, 읽기 등에 투입한 총 학습시간이 평균 2,24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간은 실제 학습 콘텐츠의 시간

보다 약 2.5배 정도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

었다[14]. 온라인 강의실 속 횟수, 출석률, 진도율, 

학습시간을 LMS를 통해 수집하여 학습자 참여변인으

로 규정한 후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강의실 속 횟수, 출석률, 진도율이 

학업성취도를 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밝 졌다[12]. 

한 기업 이러닝 환경에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시  간격

의 규칙성, 총 학습시간, 학습 속 횟수가 학업 성취도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기업 이러닝 문 탁 기

의 이러닝 콘텐츠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 1,215명의 웹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 총 

학습시간, 학습 속 횟수  학습시  간의 규칙성만이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18].  다른 연구에서는 시간 리 략과 학업성과

간의 계 분석  학업성과 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A

여  이러닝 수강생 46명의 로그데이터를 분석하 고 학

습자 시간 리 략 변인으로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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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학습시간, 학습 속 횟수를 선정하 으며 학습 시

에 따라 다회귀분석을 반복하여 실시한 결과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이 학업성과를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0].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 역시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만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고 총 속시간과 학습 속 횟수의 직

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

와 같이 학습시간의 규칙성, 즉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

이 학업성취도를 측함을 검증한 연구는 다소 존재하

다[6][9][10][18]. 그러나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 외에 

속시간과 학습 속 횟수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도 다

소 존재하 다. 총 학습시간, 학습 속 횟수,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을 시간 리행동 변인으로 보고 시간 리

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

행한 결과 학습 속 횟수, 학습시  간격의 규칙성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13]. 기업 이러닝이나 학 이러닝 외에 군 이러닝 강

좌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수 에 따라 학습 행태의 차이

가 있는지 규명한 연구도 존재하 다. 군 이러닝 강좌를 

학습한 학습자들의 로그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 이 높

을수록 강의 수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학습 시간과 련된 변인 외에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측변수로 학습자 특성과 온라인 학습과정으로, 결과변수

를 최종 학업성취도로 삼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 결과 블랜디드 학습환경에서 학

습자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측 요인은 

학습자의 1주차와 2주차 과제의 제출 여부 으며 LMS 

속 횟수와 학습시간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습자 특성 변수로는 여성인 경우 학업성취도를 유

의미하게 측하는 것을 밝혔다[4]. 부분의 연구가 학

습한 시간을 변인으로 넣어 연구한 것과는 다르게 학습

한 시간에 한 로그를 시간별, 요일별로 분석하는 연구

도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출근시간 후(8∼9시), 심

시간(12시∼13시), 퇴근시간 후(17∼18시)에 속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 학습시간  속횟

수가 높을 경우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학습자가 주로 어느 시 에 집 으로 수강을 하는 경

향을 보이는지 악하기 해 학 이러닝 교양강좌의 

로그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새로운 주차가 시

작되는 요일과 마감되는 요일에 집 으로 수강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습 시작 시간

에 따라 새벽인간형, 주간성실형, 올빼미형으로 학습경향

성을 분류하고 학습 지속 비율에 따라 수강시간 부족형, 

정규수강형, 다시보기형, 과수강형으로 분류하여 분석

한 결과 학습 시작 시간 , 학습 지속 비율에 해 경향

성을 가지는 학습자가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학습자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방송고와 같이 다양

한 배경변인을 지닌 학습자의 특성을 반 하여 학습 황

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학습 시간과 련된 다양한 변인

에 따라 학습 태도를 구분한 후 학습 태도별로 학습 결과

가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방송고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

방송고 콘텐츠는 (Fig. 1)과 같이 HTML5 기반의 반

응형 웹 콘텐츠로 제작되었으며. 학습목차  학습자료/

문의게시  역, 학습 역(동 상 이어, HTML 페

이지), 학습지원 역( 체자막, 련 상, 용어사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Characteristics of onli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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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차시별로 분 된 상 콘텐츠 2∼3개를 학습

한 후 해당 상과 련된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활동과 상 학습의 학습 순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

므로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형성평가 문제 

5문항을 풀면서 학습을 마무리하게 되며 형성평가 문제

를 풀 수 있는 기회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상 이

어 상의 「진도 장」 버튼을 클릭할 경우 학습 횟수가 

1회로 인정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따라 

형성평가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방송고 학습자의 특성

방송고의 총 학습자는 9,869명으로 1학년이 3,406명, 2

학년이 3,221명, 3학년이 3,242명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재학생 분포는 50 가 30.3%로 가장 높으며 60 (25.1%), 

10 (13.7%)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여학생이 69.7%를 

차지하고 남학생이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 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주부가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미취업의 비율은 7.4% 정도로 부분의 학습자

가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이므로 특히 어, 수

학 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2018년 어, 

수학 과목의 기 학력을 진단한 결과 어 교과는 61.1

, 수학 교과는 56.1 으로 나타났다. 방송고 학습자의 

어 교과에 한 흥미도는 5  만 에 3.43 으로 보통 

이상의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학 교과

의 경우 흥미도가 2.87 수 으로 어 교과에 비해서는 

흥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어, 수학의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가 약 58.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험이 있더라도 6개월 미만의 학습자가 

15.5%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가장 재미있는 교과는 

어 교과이며 국어, 사회, 수학 순이었고 가장 어려운 교

과는 수학 교과로 어, 과학 교과가 그 뒤를 이었다

[15].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의 학습자가 

교과 학습에 흥미는 있으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어

떤 학습 지원이 효과 일 것인가에 한 이슈가 늘 제

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  데이터인 

LMS의 학습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인 방송고 

학습자의 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한 학습 

양상을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학습자가 학업 성취가 높

은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온라인 교육에서의 성실한 학습 태도가 학업 성취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방송고 사이버교육시

스템의 로그를 분석하 다. 

3.1 연구 대상

2018학년도 방송고 1학년 학생들 에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과학, 통합사회, 수학, 어 과목

을 학습하고 있는 2,965명을 상으로 로그를 분석하

다. <Table 1>과 같이 성별로는 여성이 2,121명(71.5%)

으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연령 별로는 60  이상

이 1,213명으로 40%를 차지하 다. 지역별로는 소도

시가 21,683명(89.8%)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 

total
gender Area

Male Female Seoul Big Small

N 2,965 844 2,121 528 754 1,683

(%) (100.0) (28.5) (71.5) (17.8) (25.4) (56.8)

Age

10s 20s 30s 40s 50s ≥60

N 349 222 166 205 810 1,213

(%) (11.8) (7.5) (5.6) (6.9) (27.3) (40.0)

<Table 1> Students for system log analysis  (Unit : persons, %)

3.2 분석 방법

방송고 학생들이 2018학년도 1년간 사이버교육시스템

을 통해 학습한 이력 에서 학생들의 성별, 연령, 소속 

학교의 지역 이외에도 차시당 학습 횟수, 진도율, 차시당 

진도율, 학습 기간, 학습 시작 월, 차시별 형성평가 성  

등을 분석하 다. 한, 학습 성실도를 악하기 해 다

음과 같이 과목별로 차시별 학습 빈도(frequency)를 포함

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구하 다. 배경 

변인별 평균 차이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T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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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검정을 실시하 고, 등분산인 경우는 Scheffe 분

석을, 등분산이 아닌 경우는 Dunnet T3 분석을 하 다. 

첫째, 빈도는 차시별 학습 횟수를 합한 값으로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이다. <Table 

2>와 같이 평균 으로 차시당 학습 횟수는 32회이었다. 

따라서 30회 이하는 음, 30회~60회는 보통, 60회 이상

은 많음으로 구분하 다. 

N M SD Mean of Skew Mean of Kurt

2,952 32.0 17.4 1.56 5.35

<Table 2> Frequency per lesson     (Unit : persons, %)

둘째, 왜도를 통해 학습 기와 후기  어느 시기에 

많이 학습하 는지를 악할 수 있다. 즉, 왜도의 값이 

–일 때에는 기에 많이 학습한 경우이고, +인 경우에

는 후기에 많이 학습한 경우이며, 0에 가까울수록 기

에 많이 학습한 경우로 처리하 다. 

셋째, 첨도를 통해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학습하고 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첨도의 값이 작을수록 차시

를 골고루 학습한 경우이고, 클수록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학습한 경우이다. 일반 으로 왜도가 값 3을 과하

지 않고, 첨도는 값 10을 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

로 볼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첨도가 0이하의 학생

은 일정하게 학습하는 학생으로, 첨도가 1~10인 학생은 

집 으로 학습하는 학생, 첨도가 10이상인 학생은 

집 으로 학습하는 학생으로 구분하 다. 

따라서 성실한 학습자는 행동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

어야 하므로 첨도가 작으면서도 학습 빈도가 많은 학습

자를 의미하며, 성실하지 못한 경우는 첨도가 높으면서

도 학습 빈도가 은 학습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자

들은 특정 시기에 몰아서 듣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 빈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성실도를 나타내

면 (Fig. 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형은 가장 근면한 형태이며, B형은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하는 형태이다. C형은 평범하게 꾸 히 하는 상태이며, 

D형은 특정 시기에 잠깐 학습하다가 제 로 완수하지 

못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 변인별로 진도율, 

학습 기간, 성  등을 분석하고, 성실도와 학습 기간에 

따른 성 을 분석하 다. 

(Fig. 2) Frequescy and Kurtosis

4. 연구 결과

4.1 배경 변인별 학습 현황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차시당 평균 학습 횟수, 체 

차시의 학습 기간, 체 차시의 진도율, 차시당 평균 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시당 평균 학습 횟수는 32.0회 다. 어가 39.8

회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수학이 33.1회, 과학이 31.1회이

었으며, 사회가 26.5회로 가장 낮았다. 배경 변인별 차시당 

평균 학습 횟수를 비교하면 <Table 3>과 같이 여성(34.7

건)이 남성(25.3건)보다 더 자주 학습하 으며, 20 는 다

른 연령 보다 덜 자주 학습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Backgroud N M SD t/F Post-hoc

Total 2,952 32.00 37.692

Gender
ⓐ　Male 836 25.25 26.806

7.333***
ⓑ　Female 2,116 34.67 40.907

Age

ⓐ　≤20s 563 25.05 38.235

12.984***
ⓐ<ⓑ***

ⓐ<ⓒ***
ⓑ　30s～40s 369 36.24 36.084

ⓒ　≥50s 2,020 33.16 37.605

Area

ⓐ　Seoul 527 37.65 40.260

7.695***
ⓐ>ⓑ*

ⓐ>ⓒ***
ⓑ　Big city 752 31.84 34.375

ⓒ　Small city 1,673 30.29 38.128
*p<.05, **p<.01 ***p<.001

<Table 3> Average learning freqency per lesson  (Uni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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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 기간은 평균 72일간이었으며, 어가 76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학이 74일, 과학이 59일이었

다. 사회는 67일로 상 으로 가장 낮았다. 배경 변인

별 학습한 기간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여성(77

일)이 남성(59일)보다 더 오랫동안 학습하 으며, 연령

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학습하 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77일)이 소도시(69일)보다 더 많이 학습했다.

Backgroud N M SD t/F Post-hoc

Total 2,965 71.43 40.696

Gender
ⓐ　Male 844 58.54 42.247

10.710***
ⓑ　Female 2,121 76.56 38.902

Age

ⓐ　≤20s 571 51.13 44.836

128.202*** ⓐ<ⓑ<ⓒ***ⓑ　30s～40s 371 61.21 41.476

ⓒ　≥50s 2,023 79.03 36.780

Area

ⓐ　Seoul 528 76.79 38.586

7.618** ⓐ>ⓒ***ⓑ　Big city 754 72.74 40.468

ⓒ　Small city 1,683 69.16 41.277
*p<.05, **p<.01 ***p<.001

<Table 4> Learning period of all lessons   (Unit: days)

셋째, 체 차시의 진도율은 86.2%로 높은 편이었다. 

사회가 8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과학이 89.0%, 

수학이 88.8%이었으며, 어가 88.4%이었다. 

Backgroud N M SD t/F Post-hoc

Total 2,965 86.23 27.330

Gender
ⓐ　Male 844 81.80 30.411

5.211***
ⓑ　Female 2,121 87.99 25.800

Age

ⓐ　≤20s 571 72.26 34.312

111.319*** ⓐ<ⓑ<ⓒ***ⓑ　30s～40s 371 83.37 29.684

ⓒ　≥50s 2,023 90.69 22.919

Area

ⓐ　Seoul 528 87.73 26.526

1.047ⓑ　Big city 754 85.57 27.386

ⓒ　Small city 1,683 86.05 27.552
*p<.05, **p<.01 ***p<.001

<Table 5> Learning progress rate of all lessons  (Unit: %)

배경 변인별 진도율을 비교하면 <Table 5>와 같이 

여성(88.0%)이 남성(81.8%)보다 더 높았고, 연령 가 높

을수록 진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진도율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차시당 평균 성 은 65.4 이었고, 사회 성 이 

69.6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과학이 68.2 , 

어가 67.1 을 차지하 고, 수학은 65.7 으로 가장 낮았

다. 배경 변인별 차시당 평균 성 을 비교하면 <Table 

6>과 같이 여성(71.1 )이 남성(51.2 )보다 더 높았고, 

연령 가 높을수록 성 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성 이 높게 나타났다. 

Backgroud N M SD t/F Post-hoc

Total 2,965 65.39 38.185

Gender
ⓐ　Male 844 51.15 39.394

12.703***
ⓑ　Female 2,121 71.05 36.175

Age

ⓐ　≤20s 571 40.60 36.574

256.323*** ⓐ<ⓑ<ⓒ***ⓑ　30s～40s 371 49.79 39.551

ⓒ　≥50s 2,023 75.24 34.040

Area

ⓐ　Seoul 528 69.87 35.309

4.494*
ⓐ>ⓑ*

ⓐ>ⓒ**
ⓑ　Big city 754 64.77 38.220

ⓒ　Small city 1,683 64.25 38.950
*p<.05, **p<.01 ***p<.001

<Table 6> Average grade per lesson            (Unit: points)

4.2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 현황

학습 유형은 학습 기간, 차시당 학습 빈도에 따른 왜

도, 성실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학습 유형

에 따른 학습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기간은 평균 71일간 학습하 고(N=2,965

명, SD=40.696), <Table 7>과 같이 학습 기간이 길수록 

차시당 평균 성 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개월 이상 학

습한 학생(80.5 )은 2개월 미만 학습한 학생(48.3 )보

다 거의 1.7배 가량 높은 수를 나타냈다. 

Learing duration N M SD t/F Post-hoc

ⓐ　≤2months 1,097 48.29 40.811

201.623*** ⓐ<ⓑ<ⓒ***ⓑ　3～4months 1,567 74.46 33.356

ⓒ　≥5months 301 80.45 28.053
*p<.05, **p<.01 ***p<.001

<Table 7> Average grade by learning duration  (Unit: points)

둘째, 차시당 학습 빈도에 따른 왜도를 산출한 결과, 

강의 반부에 집 하는 학생(89.8%)이 후반부에 집

하는 학생(10.2%)보다 으로 많았다. 이러한 집

인 학습 시기에 따른 성 을 비교하면 <Table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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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Learing period N M SD t/F

ⓐ　Early 2660 65.68 38.310
1.272

ⓑ　Late 304 62.74 37.044
*p<.05, **p<.01 ***p<.001

<Table 8> Average grade by learning period

(Unit: points)

셋째, 학습 성실도에 따른 차시당 평균 형성평가 성

을 비교하면 (Fig. 3)과 같이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학

습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속하여 학습한 C형의 성

(71.8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학습 빈도는 

높으면서 꾸 히 한 A형이 66.5 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3) Average grade per learning sincerity

반면에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많이 속한 B

형이 48.8 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특정시기에 

몰아서 하되, 평균 이하의 속을 한 D형이 50.4 으로 

낮게 나타났다. 

5. 결론

10 를 포함하고 있지만, 부분 성인들로 구성된 방

송고 학생들을 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시스템의 로그를 

분석한 후, 온라인교육에서 성실한 학습 태도가 매차시

마다 이루어지는 형성평가 성 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별 학습 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차시당 평균 학습 횟수, 학습 기간, 진도율, 성  등 거

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체 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차시당 평균 

학습 횟수나, 학습 기간, 진도율, 성  등이 높게 나타났

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학습 횟수나 

진도율, 학습 기간, 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습 기간은 과목마다 조 씩 다르겠지만, 체

으로 4~5개월을 권장 학습 기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방송고 학생들은 평균 으로 학습 기간이 2~3개월 정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학습 기간이 많을수록 형

성평가 성 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같은 기간이라

도 기에 학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꾸 히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집

인 학습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셋째, 학습을 특정 시기에 집 하는 학생들은 형성평

가 성 이 높지 않았으며, 학습 기간이 짧더라도 조 씩 

꾸 히 하는 학생들이 형성평가 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은 학습 기간이 길더라도 특정 시기에 몰입해

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

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습 진

도율을 높이기 해 조회 수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넷째, 과목별로 살펴보면, 학습들의 학습 횟수가 가장 

은 사회 과목의 형성평가 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 로 진도율이 가장 낮은 수학의 성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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