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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감성은 인간의 단과 행동에 주된 향력을 미친다. 인류의 원시시 에

서부터 지 에 이르기까지 감성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계를 맺어오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기존의 차가운 디지털 기술에 따뜻한 아

날로그 감성을 운 하이테크(high tech), 하이터치(high touch) 제품이 각

받고 있다. 21세기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감성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이 부상할 것이다. 감성은 사용자 는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유

발하여 제품사용 는 학습을 이끌어낸다. 감성에 한 심은 특정 디자

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범 한 분야에 되어 최근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커질수록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환경(emotionally affordable learning environments)에 

한 필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 감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환

경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완화시키

는 데 도움을 주며 학습자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

을 표 하고 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을 의미한

다.

  감성 요소는 심리학, 교육학, 뇌과학, 감성공학 등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학습자의 주의집 , 기억, 의사결정, 창의성, 자기조 , 동기, 사회  상호

작용 등에 향을 끼침으로써 학습  수행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실천  분야에서도 감성을 고려한 교육용 로  제작, 교육

용 에이 트 개발, 미래학교 설계, 자책 제작, 스마트 교실환경 설계 등 

구체 인 사례들이 구 되어 큰 주목과 호응을 받고 있다.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학습상황에서의 감성의 요성을 입증하는 상당수의 연구가 수행되

고 있고 실제 교육 장에서 감성 설계가 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감성에 한 교수설계 연구는 상 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이러닝과 같은 학습환경에 용될 수 있는 감성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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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되는지에 한 처방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감성  역

의 교수설계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나, 한 방법론의 부재가 주

된 이유로 손꼽힌다.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설계원리

를 개발하고 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궁극 인 목 이 있다. 

이를 해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설계원리를 개발한 다음, 문가들의 검

토와 설계원리의 최종사용자인 교수설계자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발된 

설계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더 나아가 이러닝 로그램 개발하여 실

제 장에 용해 으로써 이에 한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통해 설계원

리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최종 인 설계원리를 개발하 다. 

  연구결과,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를 한 이론  구성

요소로 학습활동, 학습지원, 인터페이스, 학습화면을 도출하 다. 구성요소

별 설계원리로 학습활동 역의 정성(Positivity)의 원리, 유희성

(Playfulness)의 원리, 학습지원 역의 인간미(Humanity)의 원리, 자아개방

성(Self-disclosure)의 원리, 인터페이스 역의 안정감(Safety)의 원리, 개인

화(Personalization)의 원리, 학습화면 역의 호감(Affinity)의 원리, 친근감

(Familiarity)의 원리가 포함된다. 설계원리를 용하여 개발된 이러닝 로

그램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 본 로그램이 학습자의 정 학업감

성을 유발하고 부정 학업감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본 로그램은 감성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동기, 흥미, 학습지속 

등 학습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이러닝 환경에서 유의미하고 지속 인 학습을 하게 하려면 학

습자의 감성 경험에 한 지원이 이 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  고찰 

 실제  용을 통해 이러닝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감성 교수설계와 감성 시스템, 감성 인터페이스 설계 방안을 통합

한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성  어

포던스의 개념  특성을 토 로 어포던스 기반 설계방법

(affordance-based design)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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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adaptive emotion)을 느끼며 이러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실제 이고 구체 인 안내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원리 개발 과정  잠정 인 최종 설계원리를 토 로 감성  역의 

교수설계와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에 한 이론 , 실천  시사

을 논의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주요어 : 이러닝, 학업감성, 감성조 , 감성  어포던스, 어포던스 기반 

        설계, 감성 설계

학  번 : 2010-3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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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1.연구의 배경  목

  

  인간 삶의 모든 경험이 감성과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학습경험과 감성은 

서로 얽  있다(Antonacopoulou & Gabriel, 2001; Norman, 2004; Rosiek, 

2003).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업감성은 동기, 인지, 사회  상

호작용 등과 긴 하게 상호작용하며 학습과정  결과에 직․간 인 향

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는 연구가 심리학, 교육학, 뇌과학, 컴퓨터공학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성 두뇌가 인지 두

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과학 으로 입증하는 최근 뇌과학 연구 성과

에 힘입어 기존의 감성과 이성의 이분법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지와 감

성, 즉 학습과 감성 간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학습상황에서의 감성의 요한 교육  효과  역할은 효과 인 교수설

계 는 학습환경 설계를 해 감성  역에 한 고려가 필수 임을 시

사한다. 감성  역의 교수설계는 친근하고 즐거운 학습경험을 형성하게 

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증진시키고 외생  인지부하(extraneous cognitive 

load)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Van Merrienboer & Ayres, 2005) 교수설계자로 

하여  스키마와 과제 수행에 효과 인 교수설계를 수행하게 한다(Um, 

Plass, Hayward, & Homer, 2012). 특히,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 인 지 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스마트 디

지털 기기(smart digital devices)의 고속 성장과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인 

이러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닝 환

경에서의 감성 설계에 한 심과 요구가 증하고 있다. 면 면 교실환

경과 달리 교사  동료와의 직  (touch) 없이 물리 으로 분리된 독

립 인 가상공간에서 자기주도 , 자기조 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는 더 다양한 학업감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수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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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학업감성을 느낀다(Astleitner, 2000; Marchand & Gutierrez, 2012; 

Moneta & Kekkonen-Moneta, 2007). 이러닝 학습자의 이러한 감성  어려

움(emotional challenges)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감성  지원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면 면 수업 방식보다 이러닝 수업방식은 학습

자의 자기조 인 학습능력이 보다 강조되므로 이러닝 환경에서 개별 학

습자의 감성  측면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교수설계자는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업감성에 주목하여 감성  

측면을 이러닝과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지에 해 고심하여 처방  교수․학습 설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교수

설계자나 교육자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  감성조 을 지원하여 

학습을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00년 Astleitner를 시작으로 몇몇 국내외 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러닝 환

경에서 감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 략이 제시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러닝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감성  반응 유

발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된 실질 이고 구체 인 처방이나 구 방안은 찾

아보기 힘들다. 련 선행연구 부분, 컨  Glaser-Zikuda, Laukenmann, 

Metz와 Randler(2005), MacFadden(2005), Rowe(2005) 등은 이러닝 환경에서 

특정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억제하는 설계 략을 단편 , 개

념  수 에서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러닝 학습자의 주된 감성경

험의 유형, 효과  원천에 한 면 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학업감성의 

원인과 결과의 상호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 인 설계방안을 마련하

지 못하 다. 둘째, 기존의 감성  역의 교수설계 연구는 정 감성을 유

발하고 부정 감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상당한 심을 보인 반

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 감성을 증진하고 부정 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감성조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닝 학습자의 감성조 역량이 학업성취도 는 학습태

도와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는 강명희와 구나 (2007), 이인숙(2012, 

2014), Vuorela와 Nummenmaa(2004) 등의 선행연구는 있으나, 학습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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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 을 지원하는 교수설계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학습자의 감성  감성조  반에 걸친 총체 인 감성 교수설계방안

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셋째, 지 까지의 교수설계 분야의 이러닝 설계이

론은 감성의 교수․학습 측면과 기술  측면을 동시에 기반을 둔 총체 , 체

계 인 안내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닝이라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의 특성 상 감성 요소는 기술  속성과 교육  속성에 모두 향

을 받는다(Goodyear, 2011). 최근 감성 인공지능 탑재한 지능형 교수 시스

템, 애니메이티드 교육용 에이 트, 감성인터페이스 등 련 기술의 획기

인 발 과 뇌과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 학업감성 련 연구성과에 힘입어 

이러닝 환경은 기술 , 교육  측면에서 더 많은 감성 설계의 잠재력과 실

행가능성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체계 이고 총체 인 설

계 방안 마련에 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 이처럼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

성 설계를 해서는 감성  측면을 고려한 교수  처방과 함께 감성 련 

기술 설계방안에 해 균형있게 이해하고 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상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감성  반응을 유발

하는 단서 는 속성인 감성  어포던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환경 설

계방법을 용해 볼 수 있다. 어포던스 이론(affordance theory)은 생태심리

학에서 시작하여 컴퓨터-인간 상호작용 디자인 역에서 리 활용되고 있

으며 최근 교수설계  개발의 역으로 되면서(Spector, 2012) 이러닝 

등 학습환경 설계부분에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박태정, 임철일, 김 일, 

2012; 송해덕, 박형주, 2009; Hammond, 2009; Webb, 2005). 어포던스는 인

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포되어 행동을 지원하거나 유발 는 유도하

는 의미있는 속성, 정보, 는 단서를 일컫는다(Gibson, 1977, 1979; 

Norman, 1998, 1990). Maier와 Fadel(2009)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어포

던스를 제품이나 환경의 외 인 구조에 의한 단서나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

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안내규칙으로 용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하

다. 최근 가상환경 는 ICT환경 설계 연구인 Fencott(1999), Morie,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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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Zhang(2008) 등은 모든 어포던스가 사용자의 신체  행 뿐만 아니

라 감성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감성 값을 신축 으로 지닌다는 을 밝

냄으로써 감성  어포던스(emotional affordance)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감성  어포던스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단서, 속성 는 정보로 정의내릴 수 있다(나일주 

외, 2013; 박태정 외, 2012; Schutte et al., 2008; Seif El-Nasr, Morie, & 

Drachen, 2011). 정 , 부정  의미의 단순한 감성  내용뿐만 아니라 아

주 미묘한 감성  내용도 포함하는 감성  어포던스(Kytta, 2003)는 동기를 

진할 수 있고(Zhang, 2008) 의도한 행동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어 행동

에 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하며(McGrenere & Ho, 2000), 학습자가 깊

은 감성  단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Seif El-Nasr et al., 2011). 한 감

성  어포던스는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지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

성을 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다(Schutte et al., 2008). 따라서 모

든 설계자는 사용자의 신체  행동뿐만 아니라 감성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  어포던스를 확보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Norman & 

Ortony, 2003).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감성  어포던스를 분석, 종합, 그리고 정

리하여 세부 설계를 한 체계 이고 실질 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Maier, 2011; Maier & Fadel, 2009) 논리 인 측면과 기발한 설계자의 

을 통합하여 생산 이면서도 실제 인 학습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

법 는 과정이다(Goodyear, 2011) 기존 교수설계 방식과 달리 학습환경에

서의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이론  기반을 토 로 학습자가 학습환경과 실

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개별 인 특성을 다

각 으로 고려할 수 있다(박형주, 2012; 이나 , 2014; 이호선, 2014; 최원

정, 2013; Goodyear, 2011).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기

반 설계는 교수설계자로 하여  학습환경의 물리  구조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반에 걸쳐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지각 , 실행 인 속성을 설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의 학습환경 활용 가능성 는 능력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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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킬 수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

는 이러닝 설계자로 하여  이러닝 학습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성의 유

형, 유발요인, 효과 등에 해 면 하게 이해하여 감성유발 이러닝 구성요

소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 이고 구체 인 감성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학

습상황에서의 학업감성의 정의, 유형, 유발요인  효과와 련된 교육학, 

뇌과학, 심리학 분야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업감성은 정서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 , 동기 , 사회 , 행동  요소와 역동 으로 계되어 있다

(김민성, 2009; 도승이, 2008; Linnenbrink & Pintrich 2002; Medina, 2008;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인 학습활

동, 학습지원, 사회  상호작용 지원, 인터페이스 등(김주혜, 2007;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Jarvenoja & Jarvela, 2005; Wosnitza & 

Volet, 2005)을 토 로 실질 이고 구체 인 교수  처방이나 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서 ․인지 ․동기 ․사회 ․행동  단서가 통합된 감성  

학습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 인 교수설계 활동, 차, 기능 

등에 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학습자의 활동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단서

를 통해 통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 이고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의 어포던스 설계가 요구된다

(Goodyear, 2011; Maier, Fadel, & Battisto, 2009; Spector, 2012). 학습자의 

실제 참여활동을 이해하여 이에 한 구체 인 교수설계원칙 수립은 이러

닝 교수설계자의 핵심역량이다(최미나, 장은정, 2010). 따라서 이러닝 교수

설계자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유발 요소를 토 로 학습자의 실제 활동

을 고려하여 감성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 이며 구체 인 방안으로

서 감성  어포던스 이론을 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통해 일반  학

습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분 환, 표출, 사회 지지 등의 감성조 략

(김은진, 2013; Augustine & Hemenover, 2009; Ben-Eliya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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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nenbrink-Garcia, 2013; Carver & Scheier, 2000)을 이러닝 학습자의 감

성(조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닝 맥락에 특화되고 최 화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능 기반 설계와 다르게 어포던스 기반 설계

는 개별 사용자를 극 고려하고 환경과 사용자의 계(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해당 역량을 지원하는 데 을 두고 있다(Maier & Fadel, 2009). 

이러닝 학습자의 감성역량은 학업감성을 유발하는 개인  변인이다

(D'Mello & Calvo, 2011).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이 개인  변인이라는 (Jarvenoja & Jarvela, 2005)에서 개별 학습자의 감

성(조 )역량 지원책 마련은 감성  역의 교수설계에 있어 필수 이다. 

 셋째,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통해 범 한 분야에서 개발된 감성 

련 이러닝 설계원리를 총체 이고 체계 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

닝 환경에서 학업감성은 학습과제, 교수방식, 사회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기술에 의해 유발된다(김혜온, 2007; Jarvenoja & Jarvela, 2005; O'Regan, 

2003; Wosnitza & Volet, 2005). 따라서 이러닝 설계자는 이러닝 교수․학습 

내용  과정을 체계 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닝 환경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를 면 하게 이해하여야 이러닝의 교육  효과를 극 화하고 

정  학습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닝과 같은 컴퓨터 기반 학습은 면

면 학습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기술 유발 감성에 직․간 으로 향

을 받기 때문에 기술  측면에서 학습자의 감성에 한 심층  이해  

심이 요구된다(Zurloni, Mantovani, Mortillaro, Vescovo, & Anolli, 2008). 이러닝과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의 감성 설계  개발에 있어 감성공학  

근이 요구된다. 감성공학에서 이러닝과 련된 표 인 연구분야는 감

성컴퓨 (affective computing 는 emotional computing)과 HCI(human-computer 

interaction)이다. 이러닝과 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육 , 기술  감성 

설계방법에 따라 감성  어포던스 설계를 한다면 학습자에게 감성 으로 

즐겁고 편안한 정 인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닝 환경에서 학업감성이 학습과정  

결과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학업감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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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유발요인, 효과 등에 한 이론  기반을 토 로 교육 , 기술  측

면에서 이러닝 학습자의 학업감성  감성조 을 지원하여 학습을 진시

킬 수 있는 총체 이고 실질 인 설계원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 학

습자들이 응  학업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체 , 실질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궁극 인 목 으로 삼고 있다. 먼  학습 상황

에서의 감성의 종류, 효과, 유발요인 등에 한 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감성  어포던스 설계 차원을 기 으로 교육공학, 감성공학, 감성컴퓨

, HCI 등의 분야에서 제안되고 있는 감성 설계원리를 통합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후 문가의 

이론  타당화 검증, 교수설계자 상 사용성 평가 등의 반복 이고 순환

인 작업을 통해 설계원리를 타당화한 다음, 해당 설계원리를 반 하여 

이러닝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학습에 용해 으로써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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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1-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

가?  

1-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일반설계원리  상세설계

지침은 무엇인가? 

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은 어떠한가? 

3.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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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이러닝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하 다.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함으

로써 학습자가 이러닝 환경에서 최 의 학업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그 궁극 인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 실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교수설계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수설계에 반에 있어 감성 요소는 거의 표면 , 피상  수 에서 고려

되거나 효율성, 체계성 등에 치우쳐 종종 무시되었다(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Lavie & Tractinsky 2004; Parrish, 2009). 정서  측면의 

기 요소인 감성을 고려한 교수설계에 한 본 연구를 통해 감성  역의  

교수설계에 한 탐색 가능성을 열고 교수설계의 장을 확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감성 설계와 련된 타 분야의 연구결과를 이러닝 교수설계이론과 

통합함으로써 이러닝 설계의 교육 , 기술  방법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을 한 교

수설계는 학습환경에 한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달 체제의 기술  측

면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박종선, 2013; Brown & Voltz, 2005; 

Cassarino, 2003; Palloff & Pratt, 1999; Steen, 2008). 그러므로 이러닝 학습

자의 감성 경험을 한 설계를 해 학습환경의 교수․학습  속성뿐만 아

니라 매체  속성에 기반 한 설계방안에 한 철 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

존의 교수설계 분야에서는 감성 설계를 한 학습환경의 교육  측면과 기

술  측면을 균형있게 포 하여 종합 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공학, 생태심리학, 인지심리학, 정서심리학, 교육

심리학, 뇌과학, 인지과학, 감성공학, 감성컴퓨 , HCI, 시각디자인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성 설계와 련된 요한 연구결과들의 총

체 이고 체계 인 다학제  통합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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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감성  역의 교수설계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이론과 실제를 연

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Siemens, 2002). 이를 해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과학 으로 검증되거나 이론  기반을 둔 이러닝 환경에

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교수설계, 교육심리, 컴퓨

터공학, HCI, 시각디자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분야의 문가  학습자를 

상으로 반복 이고 순환 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문가의 의견과 학습

자의 요구에 근거한 설계원리를 개발하 다. 해당 설계원리를 반 하여 이

러닝 로그램 설계과정에 용해 으로써 실제 구 방안  사례화면을 

제시하 기에 실질 이고 구체 인 안내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감성조 략을 반 한 이러닝 환경 설계  개발은 학

습자의 감성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감성역량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

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잘 표 하며 조 할 수 있는 감성조 능력

이다. 21세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테크놀로지 사용능력, 창의

성 뿐만 아니라 감성역량이 뛰어난 인재이다(Pink, 2006). 따라서 본 연구

는 학습자의 감성역량에 한 심을 둔다는 에서 미래 인재 육성에 일

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

발은 다학제  복합 연구를 통해 감성  역의 이러닝 환경 설계에 있어 

교육과 기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총체 이

고 체계 이면서도 실제 이고 구체 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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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학업감성(academic emotion)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성취 련 활동  결과로부터 겪는 감성  상태

를 학업감성이라고 칭한다(김민성, 2009; 도승이, 2008; 유지원, 김혜정, 박

성희, 2012; Pekrun et al., 2002; Pekrun, Goetz, Frenzel, & Perry, 2011). 

이러한 학업감성은 학습상황에서 모든 과정  측면에 내재하여 학습 경험

을 결정하는 주요 심리  구인으로(Sansone & Thoman, 2005), 문제해결, 

창의성, 동기, 행동, 의사결정, 인지처리, 사회  상호작용, 자기조  등을 

매개로 학습  수행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Goleman, 1997; LeDoux, 

1998; Nummernmaa, 2007; Scherer & Tran, 2001; Shelton & Stern, 200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업감성 유형  이러닝 환경에서 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입증된 즐거움, 자신감, 만족감, 기 감, 안도감, 유 감의 

정  학업감성과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분노, 고립감, 수치심, 

시기심의 부정  학업감성에 연구의 을 맞추었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의 유발요인은 통  면 면 학습상황에서의 유발요인인 자아, 

과제, 교수, 타인에 더해 기술 요인을 추가 으로 포함한다. 

⦁감성  어포던스(emotional affordance)  

  어포던스는 생태심리학자인 Gibson(1977, 1979)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인

지심리학자인 Norman(1988, 1990)에 의해 본격 으로 디자인 분야에 보편

화된 개념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포되어 행 를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의미있는 속성, 단서, 는 정보를 일컫는다. 환경이 지니는 어포

던스는 모든 주체에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역량이 있는 특정 주체

들에게만 지각된다. 어포던스의 구성요소는 환경, 사용자, 행동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신축성(flexibility), 역동성(dynamics), 상보성(complement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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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polarity), 다 성(multiplicity), 품질지향성(quality) 등이 있다(Gibson, 

1979; Maier & Fadel, 2009; Norman, 1990). 

  최근 가상환경 는 ICT환경 설계 연구( . Fencott, 1999; Morie et al., 

2003; Zhang, 2008) 결과, 모든 어포던스는 사용자의 신체  행 뿐만 아니

라 감성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감성 값이 신축 으로 존재한다는 을 밝

졌다. 따라서 모든 설계자는 사용자의 신체  행동뿐만 아니라 감성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  어포던스를 확보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

다(Norman & Ortony, 2003). 사용자의 감성은 제품의 감성  어포던스에 

달려있기 때문에(Norman, 2004)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은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감성  어포던스는 인간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단

서, 속성 는 정보로서(나일주, 최유미, 이진경, 김윤정, 2013; 박태정, 임

철일, 김 일, 2012; Schutte et al., 2008; Seif El-Nasr et al., 2011) 동기를 

진할 수 있고(Zhang, 2008), 깊은 감성  단계에 몰입하도록 할 수 있으

며(Seif El-Nasr et al., 2011), 자신의 감성을 지각하고 타인의 감성을 의식

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다(Schutt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감성  어포던스를 이러닝 환경에 내포되어 학습자의 학

업감성을 유발하게 하는 단서, 속성 는 정보로 정의내렸다. 감성  어포

던스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의 감성  

어포던스에 을 두고 진행하 다. 양(+)의 감성  어포던스는 정 감성

을 높이고 부정 감성을 낮추는 것, 음(-)의 감성  어포던스는 정 감성을 

낮추고 부정 감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  어포던스 설계는 양(+)

의 감성  어포던스를 높이거나 음(-)의 감성  어포던스는 낮추는데 그 

목 을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양(+)의 감성  어포던스

를 높이는 데 주 목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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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포던스 기반 설계(affordance-based design)  

  기 고  어포던스 이론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의 물리  

외양에만 을 맞추어 어포던스를 소개하 으나, 최근 Maier와 

Fadel(2009)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어포던스를 제품이나 환경의 외 인 

구조에 의한 단서나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안내규칙으로 용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하 다. 공학 설계  리엔지

니어링 분야의 Maier(2011)는 어포던스 기반 설계란 어포던스를 분석, 종합 

 정리하는 일련의 설계과정이라고 정의내린 반면, 교육공학 분야의 

Goodyear(2011)에 따르면 논리  측면과 기발한 디자이 의 을 취합하

여 생산 , 실제  학습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방법이라고 하

다.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이러닝과 같은 학습환경에 용한다면 기존 교

수설계 방식과 달리 학습자가 학습환경과 실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개별 인 특성을 다각 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이

호선, 2014; Goodyear, 2011), 학습자의 학습환경 활용 가능성이나 능력을 

높일 수 있어 학습 활동을 진하여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박형주, 

2012; 최원정, 2013). 따라서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를 해서는 해

당 학습환경의 어포던스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환경에 

내재된 어포던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학습  수행을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이러닝의 물리  구조뿐만 아니라 학습활동 반

에 걸친 종합 이고 실제 인 설계방법 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감성 설계(emotional design)

  본 연구에서는 감성 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감성 설계라고 보았다. 그러

므로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도 큰 의미에서는 감성 설계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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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감성 설계는 교육공학과 감성공학 분야에서 다소 다르게 근

하고 있다.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Astleitner(2000) 등에 의해 감성 교수설계

(emotional design of instruction)로 명명되며 학습상황에서 정 감성을 높

이고 부정 감성을 낮출 수 있는 교수설계를 뜻하는 반면, 감성공학 분야에

서는 D'Mello와 Calvo(2011) 등에 의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사용경험을 해 

감성조 을 지원하는 시스템  제품 설계를 감성 설계로 정의내리고 있

다. 그러나 감성 설계가 공통 으로 내포하는 의미는 의도한 목 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 감성을 높이고 부정 감성을 낮추어 최 의 감성을 이끌

어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이러닝 련 감성 교수설계

원리와 감성컴퓨 , HCI 기술 분야의 이러닝 련 감성 설계원리의 통합은 

최 의 학업감성을 유발  유지를 지원하는 교육 , 기술  정보인 이러

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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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문헌 고찰

1. 이러닝과 학업감성

가. 감성 개념  감성 이론

  교육  경험을 포함한 인간 삶의 모든 경험이 감성  사건(emotional 

affairs)이며 학습은 추상 인 아이디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아이디어와 련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놀람, 즐거움, 때

로는 분노 등의 감성을 내포한다(Rosiek, 2003). 국내․외 연구에서 학습 상

황에서의 감성과 련된 용어와 련하여 일 된 용어와 의미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Do & Schallert, 2004),‘감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명명되고 

정의되고 있는지 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일반 으로 감성

(emotion)이라는 용어는 감정(feeling), 기분(mood), 정서(affect) 등과 호환

, 첩 으로 사용되고 있다(Linnenbrink, 2006). 기분은 뚜렷한 원인과 

상(referent)이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감성보다 오래 지속되고 그 느낌의 

강도가 낮은 편이다(이훈구, 2010; Jenkins, Oatley, & Stein 1998; Schwarz, 

2000; Schwarz & Clore, 1996). 감정의 경우, 직면한 사건에 하여 그 때

의 순간 인 느낌으로 다가오며, 감성이나 기분과는 달리 본인이 잘 알아

채지 못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특징이 있다(한국교육심리학

회, 2000). 감정, 기분 등이 개인  기질 는 성격 등이 우세하게 드러나

는 것이라면, 감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반응  

경험의 형태로써 좀 더 개인의 상태를 강조하는 상이다(김민성, 2009). 

이처럼 감성과 기분  감정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Pekrun(2006)은 이러한 차이는 그 개념에 있어 본질 인 차이가 아니라 느

낌의 강도 차이, 지속 시간, 자극물에 한 지각여부 등의 연속산상에서의 

차이로 이해하기를 제안하 다. 기분, 감정 외에 정서 는 정의(affec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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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도 감성과 함께 자주 언 된다. 감성과 정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상교환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이훈구, 2010; Ainley, 2006; Plutchik, 2001). 

Ashforth와 Humphrey(1995)는 감성을 정서, 기분, 느낌 등과 련된 구인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 특히, 교육학 역에서는 정서  

역(affective domain)이 인지  역과 구분되는 심리  상, 즉 정서, 

동기, 기분, 감정, 의지 등을 포 하는 상 범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Op’t Eynde & Turner, 2006), 감성이 정서의 가장 근본 인 기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Bichelmeyer, Marken, Harris, Misanchuk, & Hixon, 2009). 

  학습을 포함한 인간 삶의 모든 역에 걸쳐 감성이 으로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Norman, 2004), 심리, 교육 등의 학문분야에서 감

성에 한 연구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다양한 역사  통에 따라 감성이 

다르게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이훈구, 2010; 정명화, 2005; 정옥분, 정

순화, 임정하, 2007; Parrott, 2004; Pekrun, 2006, 2009; Pluchik, 2001; 

Reeve, 2001). 정서  역을 표하는 감성에 한 정의는 지난 100여년

이 넘는 시간동안 심리학의 다양한 역사  통, 즉 진화론, 생리학, 생화

학, 신경학, 정신분석학 등에서 연구되어 왔다(Oatley, 2004). 각각의 연구

들은 서로 다른  - 주 (인지 ) , 생물학 (생리 ) , 기능

(목 지향 ) , 표 (사회 )  - 에서 따로 분리되고 독립된 상

태로 감성을 개념화하 을 뿐 공통의 정의를 이끌어내지 못하 다(이훈구, 

2010; 정명화, 2005; 정옥분 외, 2007; Pluchik, 2001). 다행히 최근 연구들은 

감성의 개념화를 해 여러 차원을 통합하려는 시도로써 감성에 해 다차

원  근(multi-dimensional approach) 는 다요소  근(multi-componential 

approach) 방식을 공통 으로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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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감성에 한 개념  정의

연구 감성에 한 개념  정의 구성요소 

김민성(2009)

인간의 생리, 동기.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모두 

포 하고, 그에 향을 미치는 순환 이고 

복합 인 처리과정

인지, 동기, 정서, 

생리, 행동 

도승이(2009) 
개인이 내외  자극에 직면하여 인지 , 생리 , 

행동 으로 반응하는 발생  는 획득된 동기성향

인지, 동기, 생리, 

행동 

Op‘t Eynde와 

Turner(2006) 

사건을 평가하는 인지  요소, 자극을 조 하는 

신경생리  요소, 감성  표 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표  요소, 행동을 지시하고 비하는 

동기  요소로 구성되는 하나의 시스템/ 로세스  

인지, 동기, 생리, 

표

Parrott(2001) 
감성은 인지 , 신체 , 행동  증상으로 뚜렷하게 

표 되는 지속 인 마음의 상태 
인지, 생리, 행동

Pekrun(2006, 

2011) 

정서 , 인지 , 동기 , 표 , 생리  처리과정을 

망라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심리학  

하부 시스템들의 조정과정( . 시험불안을 느낄 때, 

시험불안이라는 감성은 긴장(정서  요소), 

걱정(인지  요소), 회피(동기  요소), 긴장된 얼굴 

표정  몸동작(표  요소), 손에 흐르는 

땀(생리  요소) 같은 다양한 양상을 포 함) 

정서, 인지, 동기, 

생리, 표   

Reeve(2001) 

감성은 주 (인지 ), 생물학 (생리 ), 

기능 (목표지향 ), 사회 (표 )인 감성 경험을 

통합하는 하나의 심리  구성요인

인지, 동기, 생리, 

표

Scherer(2009)

동기 , 정서 , 인지 , 생리학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향을 주고받는 

다차원의(multifaceted) 상( . 시험을 앞두고 

학습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정서  긴장감과 인지  

어려움, 생리  활성화, 동기 으로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발생) 

정서, 인지, 동기, 

생리 

 

  감성의 다차원 인 구성요소인 정서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 , 생리 , 

동기 , 표  요소가 서로 향을 주고받는 심리  구성요인이 감성이라

고 공통 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감성에 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감성은 

구체  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지향  반응으로 상에 근 는 회피

하고자 하는 일시 이고 강렬한 동력이며 정서 , 인지 , 생리 , 동기 , 

표 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심리  처리과정 는 상태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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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다차원  감성 체계를 지지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최근 뇌과학이 

발 하고 있다.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성 그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

지 않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 한 개인으로 하여  느끼고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표 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실제로 존

재하는 것은 다차원의 감성체계가 동시 발생 으로 존재할 뿐이다(LeDoux, 

1998). 최근 학습상황에서의 감성 연구 추세는 뇌과학의 연구성과에 힘입

어 감성, 인지, 동기, 행동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나친 인지주의를 지양

하며 감성을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동기, 인지, 행동  측면

을 역동 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환되어 가고 있다(도승이, 2008; 

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et al., 2002)

  감성의 핵심 인 과학  구성개념을 설명하는 감성 이론은 감성의 유형, 

범주, 구조 등을 체계 으로 제시하 다. 통 으로 심리학에서는 감성의 

유형을 과학 으로 분류하기 해 감성 이론을 개발하 는데 그 표 인 

것으로 개별 감성 모형(discrete emotions model), 인지  평가 모형

(appraisal model), 차원 모형(dimensional model)이 있다(손진훈, 2011). 

Darwin의 진화론에 뿌리를 두는 개별 감성 모형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

면서부터 생물학 으로 로그래  된 기본 감성(basic emotions 는 

primary emotions)이 있다고 한다(Shaffer, 2005). 개별 감성 이론 연구자들

은 기본 정서에 따른 특정한 유발 상황, 특징  생리 반응, 얼굴 표정, 행

동 양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손진훈, 2011). 얼굴에 나타나는 표

을 분석하여 감성을 연구하는 Ekman과 Friesen(1986), Izard(1991), 

Evans(2001) 등은 분노(anger), 두려움(fear), 슬픔(sadness), 오(disgust), 놀

람(surprise), 기쁨(joy)의 6가지 감성을 인간의 기본 감성이라고 제시한 반

면, Feidakis, Daradoumis와 Caballe(2011)은 분노(anger), 행복(happiness), 

두려움(fear), 슬픔(sadness), 놀람(surprise), 오(disgust), 사랑(love), 기 감

(anticipation), 기쁨(joy), 그리고 믿음(trust)의 10가지 감성을 기본 감성이라

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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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감성 이론에 토 로 하여 제시된 인간의 기본 감성과 달리 학습 맥

락에서의 감성은 주로 인지  평가 모형에 기반하여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다. 인지  평가 이론은 개별 감성이론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

는 이론으로 감성에 한 기능주의  근(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을 취한다. 심리학에서 인지  평가 이론 연구자들은 인간은 환

경과의 계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에 성공 으로 응하기 해 감

성을 조 한다고 여긴다(손진훈, 2011; 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Shaffner, 2005). 이는 인간의 감성 발달에 있어 환경의 

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원 모형은 주  느낌에 주안하여 감성 경험의 구조를 밝

보려는 근으로써 색조(valence), 각성(arousal) 는 활성화(activation), 

강도(intensity) 등과 같은 느낌의 차원에 따른 유사성 정도에 따라 감성을 

구분한다(Plutchik, 1980). 각각 특정한 요소  처리에 을 두고 있기 때

문에 통합 감성모델이라고 보기 힘들어 각각을 감성의 하  이론으로 보는 

것이 합하다(손진훈, 2011). 한 직 으로 사회  맥락의 효과를 살펴

본 차원 모형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Frija & Mesquita, 

1994). 표 인 차원모형인 Russell(1980)의 원형모형(circumplex model)은 

최근 컴퓨터과학, 디자인 연구들에 리 사용되고 있다(Craig, Mello, 

Witherspoon, Sullins, & Graesser, 2004; Kort, Reilly, & Picard, 2001; 

Picard, Vyzas, & Healey, 2001). 해당 모형의 X축은 색조로 감성이 어느 

정도로 정  는 부정 인가에 한 유쾌(pleasure)-불쾌(displeasure)의 

차원, Y축은 활성화(activation)은 감성이 어느 정도로 주의를 이끌었는가에 

한 각성(arousal)-졸림(sleep)의 차원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 28개의 개

별 감성은 크게 8가지 유형 - 각성(arousal), 흥미진진함(excitement), 즐거

움(pleasure), 만족감(contentment), 졸림(sleepiness),  우울함(depression), 비

참함(misery), 괴로움(distress) - 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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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감성 원형모형(Russell, 1980, p. 1167)

나.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유형 

 

  학습 상황에서의 감성연구에 있어 표학자인 Pekrun(2006, 2011)은 감성

 반응에 선행되는 인지  단(appraisal)에 근거하여 감성의 유형을 색조

( 정, 부정), 상(학습활동, 학습결과), 활성화여부(활성화, 비활성화) 

등의 여러 차원으로 감성을 분류하 다. 특히, 정 감성과 부정 감성이라

는 양가  분류는 감성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표 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학습환경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 이러닝으로 바 면서 통

 면 면 학습환경에 비해 학습자들이 더 많은 감성 경험을 한다

(Astleitner, 2000; Moneta & Kekkonen-Moneta, 2007).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로 표 하는 감성에는 즐거움, 걱정, 실망감, 분노, 자신감, 좋

아함 등이 있고(나일주, 성은모, 2005), 온라인 토론 학습환경에서의 주요 

감성에는 가슴 먹먹함, 정신없음, 낙담, 항감, 암울해지는, 왠지 모를 자

신감, 마음이 편해짐, 기 감, 두려움, 염려, 좌 감, 뿌듯함, 시기심,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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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감성(연구) 

정

(유쾌) 

즐거움/기쁨(나일주, 성은모, 2005; 박태정 외, 2012; Artino & Jones II, 2012; Astleitner, 2000; 

Breazeal & Brooks, 2005;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Glaser-Zikuda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O'Regan, 2003; Rodrigo & Baker, 2011; Rowe, 

2005; Tian, An, Zheng, Qin, Zheng, & Yang, 2011; Zembylas, 2008)

자신감/자부심(나일주, 성은모, 2005; O'Regan, 2003; Rowe, 2005; Reilly, Gallagher-Lepak, & Killion, 

2012;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Juutinen & Saariluoma, 2010; Tian et al., 

2011; Zembylas, 2008)

만족감(Breazeal & Brooks, 2005; Glaser-Zikuda  et al., 2005; Juutinen, Huovinen, & Yalaho, 2011; 

Kort et al., 2001; MacFadden, Herie, Maiter, & Dumbrill, 2005; Rowe, 2005; Shen, Wang, & 

Shen, 2009; Zembylas, 2008)

안도감/편안함(Breazeal & Brooks, 2005; MacFadden et al., 2005; Rowe, 2005; Tian et al., 2011; 

Wosnitza & Valet 2005)

기 감/희망(홍승우, 2012; Goetz et al.,  2006; Rowe, 2005, Tian et al., 2011)

유 감/동정심(Astlei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부정
(불쾌)  

좌 감(Artino & Jones, 2012;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Craig, D’Mello et al., 2004; Craig, 

Graesser et al. 2004; D'Mello et al., 2009; Juutinen et al., 2011; Kort et al., 2001; Moneta & 

Kekkonen-Moneta, 2007; O'Regan, 2003; Rodrigo & De Baker, 2011; Rowe, 2005; Shen, Wang, 

& Shen, 2009; Tian et al., 2011; Wosnitza & Valet 2005)

지루함(Artino & Jones, 2012;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Craig,  D’Mello et al., 2004; Craig 

et al. 2004; D'Mello & Graesser, 2009; Glaser-Zikuda  et al., 2005; Rodrigo & De Baker, 

2011; Shen, Wang, & Shen, 2009; Tian et al., 2011)

불안감(나일주, 성은모, 2005; Glaser-Zikuda  et al., 2005; Juutinen et al., 2011; O'Regan, 2003; Reilly 

et al., 2012; Rodrigo & de Baker, 2011; Rowe, 2005; Zembylas, 2008)

두려움/테크노포비아(박태정 외, 2012; Astleitner, 2000; Breazeal & Brooks, 2005; MacFadden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O'Regan, 2003; Rowe, 2005; Rodrigo 

& de Baker, 2011; Zembylas, 2008)  

혼동감/혼란(Craig et al., 2004;  Craig, Graesser et al. 2004; D'Mello et al., 2009; Kort et al., 2001; 

Lehman, Matthews, D’Mello, & Person, 2008; Rodrigo &  De Baker, 2011; Shen, Wang, 

& Shen, 2009)

분노/화/짜증(나일주, 성은모, 2005; 박태정 외, 2012; Astleitner, 2000;  Hughes, Ventura, & Dando, 

2007; Lehman et al., 2008; Tian et al., 2011; Wosnitza & Valet 2005)

고립감/외로움(Moneta & Kekkonen-Moneta, 2007; Reilly et al., 2012; Zembylas, 2008)

수치심/부끄러움(Gallagher-Lepak, & Killion, 2012; O'Regan, 2003; Reilly et al., 2012; Tian et al., 

2011)

시기심/질투심(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감, 만족감 등이 있다(김민성, 2008). 지능형 교수 시스템 련 연구들은 이

러닝 학습자가 경험하는 주된 감성으로 혼동감, 좌 , 두려움, 경멸, 기쁨 

등을 보고하고 있다. 학습상황에서 학습 련 활동  결과에 따라 학습자

가 경험하는 감성을 특별히 학업감성(academic emotion 는 achievement 

emotion)이라 부른다(김민성, 2009; 도승이, 2008; 유지원 외, 2012; Pekrun 

et al., 2002; Pekrun et al., 2011). 다음 <표 Ⅱ-2>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

성에 한 연구를 수행한 여러 학자들이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러닝 

학습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주요 학업감성을 보여 다. 

<표 Ⅱ-2> 이러닝 환경에서의 주요 학업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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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학습  
학습  

학습 후 
학습 기 학습 반   

Conrad(2002) 

열망, 신남, 

호기심, 두려움, 

불안감

신남, 몰입감, 

불안감, 두려움 - -

Kapoor, Mota와 

Picard(2001), 

Reilly 외(2012)

- 호기심, 재미
당혹감, 혼동감, 

좌 감 
-

Rodrigo와  De 

Baker(2011) 
-

몰입감, 호기심, 즐거움, 혼동감, 

좌 감, 지루함, 불안감 
-

Zembylas(2008)
즐거움, 열정, 

흥분, 소외감 

놀람, 흥분, 두려움, 불안감, 스트 스, 

죄책감 

만족감, 자신감 

 

  이상의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볼 때, 학습자가 이러닝 환경에서 주로 경

험하게 되는 주요 정 학업감성에는 즐거움, 자신감, 만족감, 안도감, 기

감, 유 감 등이 있고, 주요 부정 학업감성에는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분노, 고립감, 혼동감, 수치심, 시기심 등이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학습 ․ ․후에 각기 다른 학업감성을 경

험한다(Volet & Wosnitza, 2004; Wosnitza & Volet, 2005). 다음 <표 Ⅱ-3>

은 이러닝 학습과정에 따라 주로 경험하게 되는 정 , 부정  학업감성

을 보여 다. 

<표 Ⅱ-3> 이러닝 학습과정에 따른 학업감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업감성

은 매우 다양함을 보여 다.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업

감성에 한 다각 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험  연구를 수행한 

Pekrun 외(2002)는 기분연구, 교사열정, 성취동기, 시험불안, 귀인이론 등의 

주요 교육심리 연구 역의 선행문헌을 분석하여 불안감> 분노> 즐거움> 

수치심과 죄책감> 지루함> 자신감> 기 감> 열정> 슬픔> 무기력함> 놀람과 

시기심> 안도감과 감사> 실망감의 순으로 해외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



- 23 -

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국내 감성연구의 경우는 김민성(2008)에 따르면 

불안감, 분노, 수치심  죄책감, 질투심, 기 감, 감사, 자부심, 놀람과 슬

픔, 무기력함과 열정, 존경심 순이었다. 국내․외 모두 공통 으로 불안감에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불안감 련 연구결과에 따르

면 불안감은 학습과 성취 상황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부정 학업감성

이며(Laukenmann et al., 2003), 불안감은 학습에 한 내  동기를 이고 

동시에 실패를 피하기 한 외  동기는 높인다(Pekrun, 2006). 지 까지는 

시험 불안감, 테크놀로지 불안감 등의 불안감에 해서는 비교  많이 연

구되고 있으나(김혜온, 2007; Zeidner, 2007), 최근에는 교육환경에서의 다

양한 감성에 해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Dettmers et al., 2011; 

D’Mello, & Graesser, 2011;  Linnenbrink, 2007; Pekrun, 2006; Pekrun et 

al., 2011; Pekrun & Linnenbrink-Garcia, 2012; Schutz et al., 2006). 학습과

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지 , 동기  

측면에 한 연구에서 부차 으로 발견된 감성의 매개 이고 통합 인 역

할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본격 으로 제기되었다(Meyer & Turner, 

2006). 어려운 학습과제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연구한 Meyer와 

Turner(2006)는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이 감성으로 가득 찬 과정이며 자신

들의 연구문제 던 학생들의 목표성취, 자기효능감, 학습 략 등을 이해하

기 해서도 감성의 존재와 역할이 결정 이라는 을 주장하 다. 이상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감성 반에 걸친 학습 련 연구들은 감성이 

학습에 필수 임을 이론 , 경험 으로 재차 입증하고 있다. 

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감성조 의 효과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흔히 경험하는 감성은 학습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김혜온, 2007). 학습상황에서 감성에 한 기존의 연구는 인지주의에 

치 된 연구로 인해 등한시된 경향이 있다. 1990년 까지 학업감성 련 

연구 부분은 시험 불안감 등 제한된 범 의 몇몇 감성 상태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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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과정과의 련을 보여주었다(Pekrun, 1992). 통 인 감성과 

이성의 이분법 인 시각에서 부분의 학습 원리, 모형, 그리고 이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해진 유형의 특정의 감성만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는 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범 하고 풍부한 

감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지 을 받았다(Do & Schallert, 2004). 

다행스럽게도 2000년  들어 뇌과학의 발달과 함께 감성을 과학 으로 

해석하게 되어 련 연구가 증가하고 질 으로 발 되고 있다(이혜리, 

2009). 

[그림 Ⅱ-2] 뇌의 세 개의 층 구조  기능 
(Märtin & Boeck, 1996, p. 44 수정․보완) 

  뇌과학 연구결과 감성  두뇌를 작동하지 않고는 단이나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에서 감성 두뇌와 인지 두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 주고 있기에 감성과 이성의 통합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LeDoux, 

1998; I. Lee, 2012; Sparrow & Knight, 2006). 뇌과학 연구들은 기존의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지활동을 자극하는 감성  

반응에 심을 가진다(Averill, 2004; Bichelmeyer et al., 2009; LeDoux, 

1998). 궁극 으로 감성은 학습과 연 되며 장기 기억, 추론, 의사결정, 

창의성 등에 있어 필수 구성요소이다(Baumeister, DeWall, & Zhang, 2007; 

Damasio, 1994; Gielo-Perczak & Karwowski, 2003; Lervine & Piz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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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Moss & Damasio, 2001). 학습상황에서의 감성 상태는 학습에 해 

갖는 심,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목 ), 학습 지속성 는 방향성과 매우 

히 련되어 있다(장상 , 2010; 한정혜, 조미헌, 2002, Arnone & 

Small, 1999). 최근 인지와 감성, 더 나아가 학습과 감성의 통합이 

시도되면서 학습상황에서 감성 연구의 필요성과 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박태정 외, 2012; Linnenbrink, 2006). 지 의 감성과 학습의 계에 

한 연구는 뇌과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Carver & Scheier, 2004; Dweck, 

2002), 교육학(Linnenbrink & Pintrich, 2002; Meyer, & Turner, 2006), 

컴퓨터과학(Kort et al., 2001; Picard, 1997)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 

범 하게 수행되고 있다. 

  학습상황에서 학업감성은 교육  상호작용에서 빠질 수 없는 요한 

변수이므로, 부정 감성이 미칠 향을 변화시키기 해 학습자의 감성을 

조 하고 리하는 것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기능주의  근을 취하는 인지  평가 이론가들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간 화합을 유지하기 해 감성조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 다. 이는 감성발달에 있어 환경의 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환경이 학습자의 감성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환경에서 학습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 감성을 유도하고 

방해되는 부정 감성을 극복하기 해 감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Pekrun, 2006; Thompson, 2011). 이러한 감성조  

역량은 학업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학습 진 감성을 증진하고 

학습방해 감성을 극복하려는 자기조 인 노력을 의미한다. 부정 감성이 

지각되는 학습상황에서 감성조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에 

도에 쉽게 탈락하거나 실패하여 학습자들의 통제감을 감소시키고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학습상황에서의 감성조   리는 

매우 요하다(김은진, 2013; 김은진, 양명희, 2013). 표 인 감성조  

구인이자 학습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감성조 략으로는 기분 환, 사회  

지지, 표출, 재평가 등이 있다(<표 Ⅱ-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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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학습상황에 용 가능한 감성조  략

감성조  략 연구

� 기분 환(distraction): 취미 활동 등 

즐거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풀어주는 것 

김은진(2013), Augustine와 

Hemenover(2009), Ben-Eliyahu와 

Linnenbrink-Garcia(2012)

� 사회  지지(social support):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나 자신의 감성에 

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김은진(2013), Carver 외(1989), 

Carver와 Scheier(2000)

� 표출(catharsis 는 venting): 감성을 

극 으로 드러내고 표출하여 마음을 

정화하는 것 

김은진(2013), Augustine & 

Hemenover(2009), Ben-Eliyahu와 

Linnenbrink-Garcia(2012), Carver 

외(1989) 

� 재평가(reappraisal): 보다 큰 맥락에서 

다시 생각함으로써 부정 인 상황에서도 

정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김은진(2013), Augustine와 

Hemenover(2009),  Ben-Eliyahu와 

innenbrink-Garcia(2012), Gross와 

John(2003), Larsen와 Prizmic(2004)

 

  Astleitner와 Leuter(2000), Moneta와 Kekkonen-Moneta(2007)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상황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 

학습상황으로 바 면서 학습자들은 통  면 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에서 감성 경험 빈도가 증가하며 부정 감성도 더 높게 나타난다. 

Hughes, Ventura와 Dando(2007)는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감성  불편함은 

분노를 불러일으켜 공격 이고 악의  코멘트를 생성한다고 하 으며, 

Conrad(2002)는 온라인 코스에서 학습자들은 감성 으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수치의 부정  감성이 발생한다는 에서 학습자의 감성역량인 

감성조 력의 요성을 지 하 다. Kort, Reilly와 Picard(2001)는 부정 

감성과 정 감성은 단 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 안에서 

있다는 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감성조 역량의 요성을 언 하 다. 

  교육심리학에서는 학습에 있어 감성  감성조 의 요한 역할에 해 

이론 , 실제  연구를 수행하 다(Laukenmann et al., 2003). 교육에서 

감성의 요성은 통  면 면 교실환경에서 설득력 있게 다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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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었다(Hannula, 2006; Meyer & Turner, 2006; Turner, Midgley, Meyer, & 

Patrick, 2003; Weare, 2004). 학업감성 련 연구 결과들은 학습자들이 

교수⋅학습환경에서 다양한 학업감성을 경험하며(Schutz & DeCuir, 2002), 

감성이 학습자의 동기, 학습 략, 인지 정보, 자기 규제, 학업 성취도 등과 

상당한 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Pekrun et al., 2002). 학업감성은 

학습상황에서 교수․학습과정의 모든 측면에 직 으로 련되어(Schutz & 

Lanehart, 2002) 본격 인 사고의 개입 없이 즉각 이고 총체 으로 

학습경험의 질 인 측면을 지각하도록 이끌기 때문에(Sansone & Thoman, 

2005),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해서 감성  

측면에 한 고려가 필수 이다. 다음 <표 Ⅱ-5>는 학업감성  

감성조 이 학습  수행에 미치는 직․간 인 향을 제시하는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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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감성

 

감성

조  

( )인지, 동기, 행동 학습  수행 

↔

문제해결(김민성, 2008; 김혜온, 2007; Efklides, Kourkoulou, 

Mitsiou, & Ziliaskopoulou, 2006; Erez & Isen, 

2002; Isen, 2000; Konradt, Filip, & Hoffman, 

2003; Meyer & Turner, 2006; Norman, 2004; 

Pekrun, 2009; Picard, 1997) 

창의성(김혜온, 2007; Erez & Isen, 2002; Fredrickson & 

Losada, 2005; Konradt, Filip, & Hoffman, 2003; 

Picard, 1997)   

동기(김유미, 2003; Boekaerts, 1996; Buff, Reusser, Rakoczy, 

& Pauli, 2011; Keller & Suzuki, 1988, 2004; Kort, Reily 

& Picard, 2001; LeDoux, 1998; Lisetti & Schiano, 2000; 

Meyer & Turner, 2006; Mesquita, Frijda, & Scherer, 

1997; Nummenmaa, 2007; Pekrun et al.,.2007; Pekrun, 

2006, 2011; Pekrun et al., 2002; Pekrun et al., 2011,  

Schunk, Pintrich, & Meece, 2008; Schutz & Decuir, 

2002; Shelton & Stern, 2003; Weiner, 1986) 

성취행동(김유미, 2003; Fredrickson & Losada, 2005; 

Graesser, Lehman, & D’Mello, 2011; LeDoux, 

1998; Pekrun et al., 2007; Strongman & Russell, 

1986)

기억(김민성, 2008; Goleman, 1997; Graesser, Lehman, & 

D’Mello, 2011; Isen, 2000; Kort, Reily, & Picard, 2001; 

Lisetti & Schiano, 2000; Parrot & Spackman, 2000; 

Pekrun, 2009, 2011; Shelton & Stern, 2003; Strongman 

& Russell, 1986 Sylwester, 1994)

의사결정(김혜온, 2007; Erez & Isen, 2002; Konradt, Filip, 

& Hoffman, 2003; LeDoux, 1998; Loewenstein & 

Lerner, 2003; Picard, 1997)

인지정보처리(김민성, 2008; Pekrun, 2011; Ainley, 2006; 

Buff, Reusser, Rakoczy, & Pauli, 2011; 

Goleman, 1997; Konradt, Filip, & Hoffman, 

2003; Kort, Reily, & Picard, 2001; LeDoux, 

1998; Lisetti & Schiano, 2000; Mesquita, 

Frijda, Scherer, 1997; Meyer & Turner, 

2006; Nummenmaa, 2007; Pekrun, 1992, 

2011; Pekrun et al., 2002; Pekrun et al., 

2011; Picard, 1997; Schutz & Decuir, 2002; 

Strongman & Russell, 1986)

몰입(Ainley, 2006;  Cikszentmihalyi, 1990; Mesquita, Frijda, 

& Scherer, 1997; Pekrun et al., 2002)   

사회  상호작용(강미정, 2008; Fredrickson, 2001; 

Goleman, 1997; Jones & Issroff, 2005; 

Scherer & Tran, 2001) 

자기조 (손수경, 도승이, 2012; 조한익, 김수연, 2008; 

Boekaerts, Pintrich, & Zeidner, 2000; Buff, 

Reusser, Rakoczy, & Pauli, 2011; Carver & 

Scheier, 1990; Glaser-Zikuda et al., 2005; 

Malmivuori, 2006; Pekrun, 2011; Pekrun et al., 

2002; Pekrun et al., 2011; Shelton & Stern, 2003)

↔

학습(양명희, 2009; Church, 

Elliot & Gable, 2001; 

Goleman, 1997; 

Jarvenoja & Jarvela, 

2009;  Pekrun, 2006; 

Pekrun et al., 2002; 

Pekrun et al., 2009;  

Sylwester,1994;  

Wolters, 2003)

수행(Kort, Reily & Picard, 

2001; Lisetti & Schiano, 

2000; Pekrun et al., 

2002; Pennington, 1996)

<표 Ⅱ-5> 학업감성  감성조 의 교육  효과 



- 29 -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감성의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이상의 연구결과들

에 따르면, 학습자의 감성은 기억, 주의집 , 인지정보처리, 동기, 자기조

, 사회  상호작용 등을 매개로 하여 학습과 수행에 간 으로 지 한 

향을 미치거나 직 으로 학습과 수행에 향에 미친다.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업감성은 학습과정에서 동기나 인지 작용에 에 지

를 제공하고 방향성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며(유지원 외, 2012), 학습과 수

행의 과정과 결과에 지 한 향을 미친다(Glaser-Zikuda et al. 2005; 

Goetz et al. 2006; Möller & Köller, 2001; Pekrun, 2006; Pekrun et al. 

2002). 한 감성은 인지  처리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  동기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 감성을 높이고 부정 감성을 낮추는 것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매우 유익하다(Astleitner, 2000; Fredrickson, 2001; Goetz et 

al. 2006; Pekrun, 2006). 감성과 학습의 긴 한 계는 감성이 학습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기능  효과를 통해 반증되고 있는데(Shelton & Stern, 

2003), Antonacopoulou와 Gabriel(2001)은 이러한 감성과 학습과의 상호의존

성(interdependence)에 기안하여 감성은 학습된 경험이자 학습은 감성 경험

으로 간주하 다. 학습과 감성의 계는 비선형 이고 복잡하지만, 정 감

성과 부정 감성은 각각 다른 교육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상당 수 연구

결과에 의해 밝 지고 있다. 특히, 정 감성은 학습과 수행에 정  계를 

띄고 있고 부정 감성은 부  계를 보여 다(김혜온, 2007; O'Regan, 

2003). 그러나 정 감성이 개 학습을 진할 수 있지만 방해할 수도 있

으며(Carver & Scheier, 1990, 2004; Carver, Sutton, & Scheier, 2000), 혼동

감, 불편함 등의 부정 감성은 개 학습을 해할 수 있지만 심층 탐구로 

이끄는 정 인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D’Mello & Graesser, 

2012).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은 학습환경의 필수  통합요소로써 학습경험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Cleveland-Innes & Campbell, 2006, 2012). 온

라인 학습환경에서의 감성이 자기조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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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no와 Jones II(2012)에 따르면, 지루함은 정교화와 인지 략 사용과 

부  상 계, 즐거움은 정교화와 인지 략 사용과 정  성 계를 

보인 반면, 좌 감의 효과는 해석하기에 다소 명확성이 떨어지나 좌 감은 

자기조 학습을 한 인지에 정  언가로 나타났다. 이러닝 환경에서

의 감성은 학습  역동 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Schutz et al., 2006) 과

도한 감성은 이성  사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Cottrell & Neuberg, 2005), 

학습자의 감성조 역량이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학습참여와 몰입을 

한 감성조 기제를 지니는 응  감성(adaptive emotion)을 증진하고 그

지 못한 부 응  감성(maladaptive emotion)은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가 있

다(Pekrun, 2011). 

  학습 상황에서의 감성의 교육  효과를 종합해보면, 학습자의 감성  

감성조 은 인지, 메타인지, 동기 등을 통해 학습과 수행에 상당한 

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감성과 학습의 긴 한 상호호혜성은 행정가, 

교육자, 학습환경 설계자들이 학습자가 경험하는 감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Pekrun, 2011). 따라서 교수설계자는 학습환경에서 감성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 할 수 있는지에 해 극 으로 고심하여 처방 인 

해결안을 극 마련해야 한다. 결론 으로,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학습자의 

감성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진하기 해 기본 으로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감성조 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설계  개발하여야 한다. 

라.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모형  학업감성 유발요인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습과 감성의 복잡한 계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Dweck, 2002; Meyer & Turner, 2006; Pekrun, 2006). 이러닝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성은 학습과 수행 반의 과정과 결과에 지 한 

향을 미친다(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Conrad, 2002; Hsu, 

2008; Jarvenoja & Jarvela, 2005; Juutinen & Saariluoma, 2006, 2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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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menmaa & Nummenmaa, 2008; O’Regan, 2003; Reilly et al., 2012; 

Quinn, 2006; Saadé & Kira, 2006; Um et al., 2012; Wosnitza & Volet, 

2005; Zembylas, 2008). 일반  학습 환경과 다른 이러닝 환경의 이러한 특

성으로 말미암아 학습자의 감성은 컴퓨터-학습자 간 상호작용, 도탈락 

등에도 상당한 향을 미친다(강명희 외, 2011; 이인숙, 2012; Brave & 

Nass, 2002; Juutinen & Saariluoma, 2006, 2007, 2010; Saade & Kira, 2006). 

그러나 교실환경에서 감성 요소의 효과에 련한 연구는 상당한 반면

(Mayring & Von Rhoeneck, 2003),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에서의 학업감

성 련 연구는 여 히 부족한 실정이다(Jarvenoja & Jarvela, 2005; Reilly 

et al., 2012). 그 이유는 교수자와 동료가 직  면하여 학습자의 감성을 

충분하게 배려할 수 있었던 교실상황과는 다르게 이러닝 상황에서는 동시

 그리고 면 면 교수․학습이 어렵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직  만나지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감성은 배제되기 쉽기 때문이다(Quinn, 2006). 게다

가 실제 교육 장에서는 정부, 기업이나 학교의 정책에 따라 이러닝이 도

입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교수자와 학교의 의견을 우선 으로 반 하고 있

어 학습자의 감성  특성을 고려하기 힘든 실정이다(김혜온, 2007; 이지연, 

지애, 2011). 

  이러닝 환경에서 정  학습결과와 학습과정을 해서는 학습자는 학습

과제에 행동 , 인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감성 으로 몰입해야 한다

(Bangert-Drowns & Pyke, 2001; Wang & Kang, 2006). 온라인 학습에 있어 

감성의 향은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으나(Shen, Wang, & Shen, 2009), 몇

몇 문헌들( . 강명희 외, 2011; 이인숙, 2012; Currin, 2003; Hara & Kling, 

2003; Kort, Reilly & Picard, 2001; Wang & Kang, 2006)은 온라인 학습에서 

감성이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 결과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감성이 이러닝 학습에 미치는 향이나 온라인 학습자의 감성에 한 

악에 한 연구는 아직 기 단계이다(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Kay & Laoverock, 2008).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웹기반 

학습환경에서 감성은 학습자의 학습과 수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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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통 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은 학습을 

진하거나 방해하는 학습경험에 지 한 향을 끼친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감성이 학습에 미치는 상당한 향력 때문에 학습-감성 련 연구들은 

실제 학습환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감성의 원천(유발요인)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도승이, 2008; 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et al., 

2002). 감성의 요성을 인식한 교육 연구자들은 감성을 어떻게 인지  

동기와 통합할 수 있을지에 해 주목하 다(Boekaerts, 1993, 2003; 

Pekrun, 1992; Schutz & Davis, 2000; Skinner, 1995). 학습상황에서 감성 

유발 요인을 보여주는 교육심리학 분야의 학습-감성모형  표 인 것은 

Linnenbrink와 Pintrich(2002)의 감성과 목표 연계 개념 모형(conceptual 

model linking affect and goals)과 Pekrun(2006, 2011)의 감성 통제- 

가치이론(control-value theory of emotion) 그리고 Wigfield와 Eccles 

(2000)의 기 -가치모형(expectancy-value model)을 단순화시킨 Schunk 

외(2008)의 기 -가치모형이 있는데 공통 으로 감성  경험이 학습동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모형들은 감성이론  

인지  평가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가 학습환경에서 

그들의 요구, 목 , 안녕감 둥과 련된 학습 련 사건들을 어떻게 

인지 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다른 학업감성이 유발된다고 여기는 을 

취하기 때문이다. 

  먼 , Linnenbrink와 Pintrich(2002)의 감성과 목표 연결 개념모형은 감성

과 성취목표 간의 개념  모델을 통해 감성이 선행요인  결과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모형은 감성 유발 요인으로 학습자의 

기분과 학습자가 지각한 학 목표(수행목표 는 숙달목표), 학습자 개인의 

성취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간의 상호 련성을 보여 다. 다음 표의 

모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습자의 기분은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를 어

떻게 지각하는 데 향을 미치고 지각된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자 개인은 

자신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학습자가 어떤 학습목표를 가지느냐에 



- 33 -

따라 정 는 부정 감성을 경험하게 된다. 한 이 개념모형에서는 학습

자가 경험하는 감성이 결과 변인이면서 다시 학습자의 기분에 향을 끼지

는 선행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기분이 

정 이면 학 목표가 숙달 근 는 수행 근목표를 강조한다고 느끼고 

개인의 목표를 숙달 근목표 는 수행 근목표로 삼아 정 감성을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3] 감성과 목표 연계 개념모형                               
(Linnenbrink & Pintrich, 2002, p. 71)  

  Wigfield와 Eccles(2000), Schunk 외(2008)의 기 -가치모형과 

Pekrun(2006, 2011)의 감성의 통제-가치이론은 동기에 한 인지  을 

반 하여 개발된 기 와 가치 구인을 포함하는 동기이론으로  교실 상황의 

학업성취에 한 연구에 가장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 

  Wigfield와 Eccles(2000)의 기 -가치모형을 단순화시킨 Schunk 외(2008)

의 기 -가치모형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행동은 기 와 가치라는 두 구인으

로 측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 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한 것이고 가치는 ‘이 과제를 왜 하는가?’와 

련된 것이다. 이러한 기 와 가치에 향을 미치는 동기  신념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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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정서  기억(affective memories), 목표, 자기도식(self-schema)을 제시

하 다. 목표와 자기도식은 개인의 장단기 목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일반

인 자기도식을 포함한다(Wigfield & Eccles, 2000). 목표는 학생들이 추구

하는 것 는 성취하기 해 노력하는 것의 인지  표상이다. 자기도식은 

개인의 신념과 그들 자신의 자기개념(self-concepts)을 반 한다. 정서  기

억은 경험이나 과제 유형에 한 개인의 정서  경험을 말한다. 정서  기

억들은 과제 참여 상을 통해 진될 수 있고 고  조건화나 직 인 

연합을 통해 활동에 한 정  는 부정  가치들을 이끌어 낼 수 있

다. 를 들어, 만약 학생들이 학교교과목에서 불쾌하거나 난처한 부정 감

성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목에 한 가치와 흥미를 떨어뜨

리며 결론 으로 해당교과목에 한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Schunk et al., 

2008). 이러한 동기  신념은 두 가지 다른 변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하

나는 인지  처리인데, 학생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지각하

고 해석하는지에 한 내 인 인지 처리를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사회  

세계인데 이는 실제 문화와 사회  환경의 외  요인을 말한다. 

[그림 Ⅱ-4] 기 -가치모형(Schunk et al., 2008,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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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krun(2000, 2006, 2011)은 그동안의 경험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학습

환경, 학습자의 인지  평가, 학습자가 경험하는 감성, 학업성취를 연결하

는 감성의 통제-가치이론을 제안하 다. 이는 통  감성이론인 인지  

평가이론과 귀인이론(Weiner, 1986)에 기 하여 감성이 선행요인(유발요인)

과 결과(학습효과)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학생들이 지각하

는 과제  학습환경 요인들에 하여 어떻게 개인 으로 통제  가치를 

평가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련 감성을 경험하게 된다(Goetz et al., 

2006; Pekrun et al., 2007). 통제평가란 성취와 련된 행동과 결과에 해 

지각하는 주  통제가능성( . 자기효능감)을 의미하고 가치평가는  성취

와 련된 활동이나 결과를 얼마나 요하게 평가하는지를 의미한다

(Pekrun, 2006) 학습환경과 학습자의 인지  평가에 의해 학업 감성이 유발

되는 것을 보여 다. 학습환경은 교수법, 자율성지지의 정도, 목표 체계  

기 , 성취 련 피드백, 성취결과를 포함하고 있고 인지  평가에는 통제 

평가와 가치평가로 구분된다. 통제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주  통제가능성( . 자기효능감 등)을 뜻하고 가치평가란 

성취 련 활동과 학습결과가 얼마나 가치있고 요한지를 평가하는 주  

가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Pekrun, 2006).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을 수행하면서 통제-가치에 한 인지  평가는 감성 발생 과정을 거

쳐 감성 경험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학습-감성 연구에서 가장 큰 향력을 가지는 Pekrun의 통제가치이론에

서 감성과 감성의 선행요인, 감성효과는 순환  상호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를들면, 감성이 학습자의 성취목표 채택에 향을 주고 학습목표는 

순환 으로 학습자의 감성에 향을 미친다. 감성은 학습에 향을 미치고 

상호호환 으로 학습결과는 인지  평가, 감성, 학습환경에 향을 미친다

(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20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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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감성 통제-가치이론(Pekrun, 2011, p. 33) 

  선행요소-감성-학습효과의 상호인과성은 감성조 , 부정 감성 처방, 감성

으로 건 한(emotionally sound) 학습환경 설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

다(Astleitner, 2000). 이들은 학습자의 감성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크게 개인 

선행요인(individual antecedents)과 상황요인이 있다고 제안하 다. 이는 인

간의 감성은 생물학 으로 개발된 개인 기질 변인과 상황별 상태 변인으로 

나  통 인 정서심리학에서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혜온 2007; 

Ulich & Mayring, 1992). 일반 으로 감성과 학습에 향을 주는 개인 변인

으로는 상황인식, 인지  평가, 신경호르몬 처리과정, 감각  피드백(얼굴

표정, 제스처, 자세 등 표 ) 등이다(Davidson, Scherer & Goldsmith, 2003). 

따라서 개인은 학습목표, 인지  평가, 자율성 등을 유지하며 교수․학습 상

황에 응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Perkun, 2011). Linnenbrink와 

Pintrich(2002)와 마찬가지로 Pekrun 외(2006)도 학습목표가 감성에 미칠 수 

있는 향력을 요하게 여기면서, 목표지향 학습자는 자신감, 기 감 등을 

경험하고 목표회피 학습자는 쉽게 수치심, 불안감, 무기력감 등을 느낄 수 

있다고 언 하 다. 범 한 연구결과로부터, 학습자 개인의 수행지향 

는 수행회피에서부터 발생되는 감성이 학습결과에 직 으로 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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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 요인 설명 

개인

통제 평가  
성취와 련된 행동과 결과에 해 지각하는 주  통

제가능성

가치 평가 
성취와 련된 활동이나 결과를 얼마나 요하게 평가

하는 정도

상황

과제  교수의 
인지  수  

과제와 교수의 구조, 명확성 등은 역량  과제가치 
인식도뿐만 아니라 학습자 감성에 향을 미침 

과제  환경의 
동기유발 수

학습자 요구( . 사회  계성) 충족시키는 과제  
환경, 교사의 교수열정은 학습자의 정 감성을 높임

자율성 지지
통제감을 높여  수 있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과제  
환경은 학습자의 정 감성을 진시킴. 

 목표 체제

목표체계는 성공경험과 통제인식의 기회를 결정하고 
통제의존 감성에 향을 미침( . 경쟁  목표 체제는 
몇몇 학습자로 하여  불안감과 무기력감 등 부정 
감성을 유발시켜 학습실패를 경험하게 함) 

 사회  기
성취에 있어 타인의 비 실 인 기 는 주  
통제감을 감소시켜 부정 감성을 이끔

성취에 한 
피드백  결과 

성공에 한 유익한 결과( . 취업 기회)는 희망 등의 
정 감성을 유발시키고 실패에 한 부정  결과( . 

실업)는 불안과 무기력감 등의 부정 감성을 야기시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urch, Elliot & Gable, 2001; Pekrun, Elliot, & 

Maier, 2009). 개인 변인 외 감성과 학습에 향을 주는  다른 변인인 상

황변인에는 과제와 학습환경이 있다. 학습과제  환경의 상황  요인과 

인지  평가의 개인  요인들은 학업감성을 매개로 하여 학습성취에 향

을 미친다(Pekrun, 2011). 

<표 Ⅱ-6> 통제-가치이론에서의 학업감성 유발요인

 (출처: Pekrun 외(2002), Pekrun(2006), Pekrun(2011),  Pekrun 외(2011) 등의 연구를 토

로 재작성함)

  이처럼 개인  목표와 평가 그리고 과제  학습환경에 따라 학습자는 

정  학업감성 는 부정  학업감성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  학습환경이 아닌 새로운 학습환경인 테크놀로지 기반 교

실환경에서의 학습-감성의 계를 집  조명한 Jarvenoja와 Jarvela(2005)는 

컴퓨터 기반 력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겪는 감성 경험에 해 분석하여 

개념  모형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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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학습과정  학습자 감성경험 분석모형

     (Jarvenoja & Jarvela, 2005, p. 468)  

  상기 [그림 Ⅱ-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Jarvenoja와 Jarvela(2005)는 학

습과정동안 일어나는 감성이 목표의 달성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컴

퓨터 기반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잘 알아차리고 

조 하는 것이 성공 인 의지 조  과정에 있어 필수 인 요소라고 여긴

다. 이들은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에서 학생들이 크게 두 단계-동기 단

계(motivational phase)와 의지 단계(volitional phase)-를 경험한다고 생각한

다. 동기 단계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상태이고 의지 단계는  목표 

설정 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는 단계이다. 의지 단계에서 학생

은 자신의 이  경험이나 자기 자신에 한 인식, 과제, 동기 등에 의해 

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한다(Fredrickson, 2001). 자기 평가를 

통한 상황 단이 결정되면 특정 감성이 유발되고 이때 생성된 감성은 목

표를 향한 행동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지 조

(volitional control)은 학생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

도록 감성과 동기를 조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Jarvenoja와 Jarvela(2005)는 학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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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감성을 일으키는 원천을 다섯 가지 범주-자아, 

과제, 수행, 교수맥락, 사회  역-로 나 었다. 이 연구에서 밝 진 컴퓨

터 기반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자의 감성은 그 유발요인이 교수․학습과정 

반에 걸쳐있다는 과, 학습자의 감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교수․학습 

환경의 상황변인과 개인의 과거경험  기억의 개인 변인이 모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기반 학습환경에서 경험하는 학습자의 감성은 

그 유발 요인이 교수․학습과정 반에 걸쳐 부분의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언 한 학습 련 감성 원천은 

자아(37%)와 교수맥락(32%)이었다. 감성과 교수․학습은 상호 간 지 한 

향을 끼치므로(Jarvenoja & Jarvela, 2005; Veermans & Jarvela, 2004), 학

습자의 감성  특성을 고려한 교수맥락, 즉 학습환경의 설계가 필요하다. 

즉, 통  교수․학습 환경에 비해 온라인 학습환경이 부족한 감성  지원

은 교수설계에 필수 인 요소이다(Garrison, 2007). 

  이러닝 환경에서는 기존 면 면 학습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감성, 즉 

테크놀로지에 의해 발생하는 감성 등에도 추가 으로 향을 받는다. 

테크놀로지에 의해 발생하는 감성의 로 자료를 다운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사이트에 속이 잘 되지 않아 짜증이 나는 것을 들 수 

있다(김혜온, 2007). 테크놀로지에 의해 발생하는 감성에는 짜증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는데, Juutinen과 Saariluoma(2006, 2007, 2010)은 

테크놀로지에 의한 두려움을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라 일컬었다.      

Juutinen과 Iaitos(2010)은 테크노포비아는 이러닝 테크놀로지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 으며 다음 [그림 Ⅱ-7]과 같은 

자신감-좌 감 모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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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자신감-좌 감 이러닝 감성경험 모형
 (Juutinen & Saariluoma, 2010, p. 5)

 

  이 모형에 따르면, 이러닝 감성경험은 정 감성, 부정 감성으로 

분류되고, 정 감성의 경우는 성공  자신감, 정  평가, 학습 자발성, 

사회  감성의 정  순환이 이루어지고, 부정 감성의 경우는 실패와 좌 , 

부정  평가, 학습 비자발성, 철회 행동의 부  순환이 발생된다.  

  여러 학습-감성 모형을 통해 감성은 동기, 인지, 학습에 향을 미치고 

학습결과는 다시 학습환경, 인지  평가, 감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자가 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다양한 감성을 경험한다는 사실

과 함께 감성 유발요인을 인지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여 효과 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닝 학습맥락에서 

학업감성을 유발하는 요소는 개인 변인과 상황  변인으로 크게 분류되고 

상황  변인은 교수 , 사회 , 과제, 기술의 하  변인으로 나뉘는데 각각

의 세부 요소는 다음 <표 Ⅱ-7>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기술 변인

은 일반 인 면 면 학습환경에서 언 되지 않은 상황  변인의 하  요소

로 컴퓨터 기반의 이러닝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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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유발요소(연구) 

개인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 개인 목표(Calvo  & D’Mello, 2010; Graesser & D’Mello, 2011)

� 이  경험(Jarvenoja & Jarvela, 2005; Wosnitza  & Volet, 2005)

� 상황 단력(Jarvenoja & Jarvela, 2005;  O'Regan, 2003)

� 수행능력, 시간 리(Zembylas, 2008) 

� 자기개념, 자기믿음(Calvo & D’Mello, 2010; Graesser & D’Mello, 2011; 

Jarvenoja & Jarvela, 2005; O'Regan, 2003)

� 동기(귀인)(D’Mello & Calvo, 2011; Wosnitza  & Volet, 2005) 

� 학습스타일(신민철, 정경석, 최용석, 2012; D’Mello & Calvo, 2011)

� 심, 취향, 선호도(신민철 외, 2012; D’Mello & Calvo, 2011; Shen, Wang, 

& Shen, 2009) 

� 감성역량(D’Mello & Calvo, 2011)

� 인지능력(D’Mello & Calvo, 2011)

� 가치  기 (Du Boulay, 2011) 

� 스트 스정도(O'Regan, 2003)

� 인지(Calvo   & D’Mello, 2010; Graesser & D’Mello, 2011)

상

황

교수  
(Cleveland-Innes et 

al., 2007;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 교수모형, 방법  활동(김혜온, 2007; Jarvenoja  & Jarvela, 2005 

� 평가(김주혜, 2007)

� 교수 피드백(O'Regan, 2003)

� 교수자의 메시지(Conrad, 2002) 

� 코스 구조(Conrad, 2002; Zembylas, 2008) 

사회
(Cleveland-Innes et 

al., 2007;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Wosnitza   & Volet, 

2005)

� 사회  상호작용(김주혜, 2007; Calvo   & D’Mello, 2010; Graesser & 

D’Mello, 2011; Jarvenoja & Jarvela, 2005; Zembylas, 2008) 

� 력  분 기(D’Mello & Calvo, 2011; Hsu, 2008; Jarvenoja & Jarvela, 

2005) 

� 교수자와 동료의 평가  피드백(O'Regan, 2003)

과제
(Cleveland-Innes et 

al., 2007;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Jarvenoja & 

Jarvela, 2005)

� 역 특수  흥미(Jarvenoja & Jarvela, 2005)

� 과제 명확성(Wosnitza   & Volet, 2005)

� 정보자료(사 , 데이터뱅크 등), 연습문제 등(김혜온, 2007) 

� 과제 분량(김주혜, 2007)

� 과제 목표(D’Mello & Calvo, 2011)

� 과제 난이도(김혜온, 2007)

� 과제 유형(D’Mello & Calvo, 2011)

기술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Conrad, 2002; 

Zembylas, 2008) 

� 달매체(하드웨어, 소 트웨어, 네트워크, 솔루션 등)(김주혜, 

2007)

� 컴퓨터 근성(Wosnitza & Volet, 2005)

� 시스템  네트워크 안정성(O'Regan. 2003)

� 시스템 유연성(Zembylas, 2008) 

� 시스템 피드백(Calvo & D’Mello, 2010; D’Mello & Calvo, 2011; Graesser 

& D’Mello, 2011)

� 학습자-시스템 인터랙션, 인터페이스(Juutinen & Saariluoma, 2006, 

2007; 2010; Kay & Laoverock, 2008)

 <표 Ⅱ-7>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유발요인 

  이처럼 컴퓨터 기반 학습환경인 이러닝에서 학습자는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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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원인에 의해 다양한 감성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환경 설계 

시 인지  차원에서만 자료와 정보의 제시하며 감성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Zurloni et al., 2008). 이러닝은 개별 는 력 학습과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이 가능한 웹기반 

학습 로그램이다. 이러닝 개별 학습환경에서는 자아 유발, 과제 유발, 

기술 유발 감성이 발생하고, 이러닝 력 학습에서는 이에 더해 타인 유발 

감성이 추가 으로 발생한다(Wosnitza & Volet, 2005; Zurloni et al., 2008).

  이러한 학습상황에서의 감성의 다양한 유발요인은 이러닝 설계에 있어 

반드시 감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다. 그동안 부분의 이러닝 

설계는 인지  차원만 을 두고 자료와 정보의 제시하여 감성의 역할을 

간과하는 풍토가 지배 이다(Zurloni et al., 2008). 이 듯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요인을 잘 고려하는 않는 이유는 차가운 기술로 인간의 감성과 

같은 복잡한 역을 다루기 힘들 것이라는 것과 감성이 개입되면 복잡한 

내용의 학습이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김혜온, 2007; Astleitner, 2002). 그러나 이러닝 설계에 있어 감성과 

인지 요소의 통합은 강력한 동기유발, 사회  계형성, 활발한 학습참여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Norman, 2002). 한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학습환경이자 테크놀로지 결합 학습환경인 이러닝에 한 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감성의 지 한 교육  효과가 이론 , 실제 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감성 경험의 원천과 이유를 잘 이해하여 이러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Schutz & DeCuir, 2002; Wosnitza & Volet, 2005). 

O'Regan(2003), Wosnitza와 Volet(2005), Zembylas(2008) 등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유발 요인을 감성별로 나 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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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업감성(연구) 유발요인

정

기쁨(O'Regan, 2003)

� 학습시스템의 편리성 

� 동료와의 연결성 

� 과제에 한 교수자의 피드백, 새로운 교수․학

습방식

� 과제 련 학습내용   

자부심(O'Regan, 2003) 

� 온라인상에 자신의 의견이나 과제물을 제시했

을 때, 온라인상에 게시한 과제가 교수자나 동

료로부터 정 인 평가를 받았을 때  

� 자신이 효과 으로 학습을 유지  리한다고 

생각이 들 때 

기쁨, 열정, 

흥분(Zembylas, 2008)  
� 온라인 학습의 융통성 

자신감, 만족감(Zembylas, 

2008)  
� 코스 목표 성취

안도감, 행복감(Wosnitza 

& Volet, 2005) 
� 기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부정 

불안감, 공포, 

염려(O'Regan, 2003)

� 제출한 과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다

는 두려움 

� 인터넷 활용에 한 불안감, 학습시스템 상의 

시간 지연 

좌 감(O'Regan, 2003)  

� 직장업무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학습할 때 몰

려오는 육체 , 정신  피로감 

�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 상태, 학습사이트의 불

안정성, 학습 시스템상의 기술  결함 

좌 감(Wosnitza & Volet, 

2005) 

� 느린 인터넷 속도,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는 

기술  문제 발생 시 

두려움, 불안감(Zembylas, 

2008) 
� 온라인 학습의 기술, 시간 리, 구조 등 

고립감( 계성 

부족)(Zembylas, 2008)  

� 학습 기 는 교수자  동료와의 의사소통

방법 모색시기에 발생 

스트 스, 

죄책감(Zembylas, 2008) 
� 여러 역할과 책임에 한 무능력 

<표 Ⅱ-8>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유형별 유발요인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개별 요인 외에 학습 상황의 교수방

식, 학습과제, 의사소통, 기술 등의 상황 요인으로 인해 이러닝 학업감성이 

유발된다. 특히, O'Regan(2003)은 컴퓨터-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감

성의 요성을 제기하 고, Zembylas(2008)은 온라인 학습과정에서의 학습

자 습   지지정도에 따른 감성 경험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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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업감성 유형, 원천  역할은 이러닝 

교수․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이 무엇인

지를 알려 다. 이러닝 교수자  교수설계자들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

자의 감성을 고려함으로써 학습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환경에 응하는 동안 감성, 특히 부정 감성에 

한 조  략을 시의 하게 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Cleveland-Innes 

& Campbell, 2006, 2012). 성공 인 이러닝을 해서는 학습자의 감성 경험 

에 한 철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 감성을 유발 는 증진하고 부정 감

성을 억제 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감성  측면에서 지원하는 교

수․학습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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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러닝과 감성  어포던스  

가. 어포던스 개념  특성 

  'Affordance'라는 단어는 '~을 제공하다, ~할 형편이나 여유가 되다'는 의

미의 동사 'afford'의 명사형으로 생태심리학자인 Gibson이 1977년에 만든 

신조어(coinage)이다. Gibson(1977, 1979)은 환경 안에 의미가 내재되어 있

어 생명체가 이 의미를 환경에서 단지 찾아내면 된다는 개념에 기반하여 

직  지각에 의한 행동잠재력으로 어포던스를 정의내렸다. Gibson의 기 

어포던스 이론은 1980년  말 이후 인지심리학자이자 인지공학자인 

Norman에 의해 HCI(Human Comupter Interaction), 제품 디자인 등에 확  

 발 되어 일반화되었다. Norman(1988, 1990, 1999)은 어포던스를 사물에 

한 사용자의 사 지식  경험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수행해야 하는 행동에 한 단서

를 제품이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에 따라 어포던스를 평가하 다. 이후 교

육 역에서 Greeno(1994)에 의해 교육심리로 되었고 Conole와 

Dyke(2004), Oliver(2005) 등에 의해 교육공학으로 되었다. 어포던스의 

기본 인 개념은 주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의 특징(단서, 

속성, 정보 등)이다. 국문으로는 행 유발성, 행 유도성, 형태지원성, 행

가능성 등으로 주로 번역되나(김보 , 2009; 김한나, 권 걸, 2003), 교육 분

야에서는‘학습지원성’으로도 쓰인다(김기상, 2008). 여 히 한국어로는 

체  개념을 포 할 수 어렵다고 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어포던스'

라는 외국어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조규락, 2003; 한정선, 이경순, 2001). 

  생태심리학에서는 지각(perception)을 단순히 자극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주  환경이 제공하는 특성  정보를 감각기 을 통해 받아들이고 능동

인 행 를 유발하는 요한 것으로 여긴다. 환경이 지니는 어포던스는 모

든 주체에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능성이 있는 특정 주체들에게만 

지각된다(Gibson, 1979). 어포던스는 인간이 주  환경에 응하여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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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이루어진 인간(생물)과 환경과의 직 인 계이며, 환경을 구성

하는 구체 인 상에 한 정보를 환경으로부터 직 으로 지각하는 과

정이다(Raudaskoski, 2003). 인간과 환경의 의미있는 지각  계를 시하

는 생태학  어포던스 에서 학습을 바라볼 수 있다. 학습환경에서 학

습이란 학습 참여 등의 행 를 통해 학습자와 학습환경이 의미있는 지각  

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Barab et al., 1999; Barab & Roth, 2006).

[그림 Ⅱ-8] 생태심리학에서의 환경과 생물의 계

  생태심리학 분야에서 어포던스란 환경의 기능이나 활용을 직 으로 알

아차리고 행동이 일어나게끔 암시하는 특성으로 직 인 인식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조규락, 2003; 한정선, 이경순, 2001). 어포던스는 주체와 사물 

는 환경간의 계를 바탕으로 사물 는 환경에서 발 되는 특징이다

(Hammond, 2009). 어포던스의 지각 는 탐지는 행 자의 의도와 련되어 

있어서 특정 어포던스가  앞에 있더라도 목 이 없으면 어포던스를 탐지

하지 못한다(Young et al., 2000). 다시 말해, 환경이 지니는 어포던스 정보

가 무한히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의도를 갖고 있거나 역량을 지니

고 있는 주체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정보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으로 말하는 물리  특성과 달리 어포던스는 사물이나 환경의 물리  특

성이 기능에 향을 주는 속성(Lidwell, Holden, & Butler, 2010)으로써 주체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를 들어, 문에 달려있는 동그란 손잡이는 그것

을 잡고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잡아 돌리는 것'이라는 어포던스가 인

지되는 것이지, 문잡이까지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나 잡을 수 없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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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동물에게는 이러한 어포던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환경이나 사물이 가

지는 어포던스 정보는 주체에 계없이 독립 으로 존재하나 주체에 의해 

지각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에서 지각과 상보 (complementary)이다

(Gibson, 1979). 환경이 지니는 어포던스는 모든 주체에게 지각되고 인지되

는 것이 아닌, 반응이나 행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특정 주체들에게만 인지

된다. 학습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포던스가 주체인 학습자들의 행 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달리 지각 는 탐지될 수 있다

(Goodyear, 2011; Spector, 2012). 따라서 이러닝과 같은 학습환경 설계 시 

환경이 독립 으로 지녀야 하는 한 정보뿐만 아니라 반응  행 의 

주체인 학습자의 역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태심리학자인 Gibson의 어포던스 이론은 자연환경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그 이론을 그 로 인간 활동의 사회문화  양

상에 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인지심리

학자이며 인지공학자인 Norman은 어포던스 개념을 다양한 분야에서 극 

수용가능도록 수정․보완하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 다. Norman(1988, 1990)

에 따르면, 어포던스가 행 자의 경험, 지식, 문화에 달려있을 수 있으며 

행 가능성에 한 특정 정보가 있고, 행 자가 어떻게 그 정보를 해석하

는지에 해 배웠을 때만 어포던스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Norman(1999)은 잘못된 조작의 가능성을 제약하여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

는 물리  제약(constraints)이 있는 실제 어포던스(real affordance)와 지각

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를 구분하 다. 어포던스 창안자인 

Gibson과 어포던스의  발 을 이끈 Norman가 각각 제시한 어포던스에 

한 개념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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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어포던스 개념  특성 어포던스  

Gibson (1977, 
1979) 

� 생태심리학  에서 어포던스를 시각 인 
정보의 직  지각을 통해 선택 는 수집되는 
것으로 정의

� 어포던스는 생명체의 지각과 상호의존 임(상
호작용성) 

� 생명체의 행동 능력에 한 환경의 지원성 
는 행동 가능성

� 생명체의 경험, 지식, 문화 는 지각 능력으
로부터 독립 인 것

� 생명체와 환경의 상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 다양한 행동 가능 

� 어포던스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양분법
 존재)

� 어포던스는 유기체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모두 포함( 정 일 수도 부정 일 
수도 있다는 에서 양극성)  

� 수평을 이루는 지구의 표면
은 유기체에게 지탱할 수 있
는 어포던스 제공  

� 공기는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진동을 일으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어포던스 제공

� 물은 마실 수 있는 어포던스 
제공 

� 고체는 종류에 따라 모양이 
변형될 수 있는 어포던스 제
공 

Norman 
(1988, 1990, 
1998, 1999)

� 인지심리학  에서 어포던스와 정보(속성)
를 동일시, 정보(속성)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
는지에 한 실제 이고 가시 인 제안 는 
단서들

� 행동을 쉽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행동 유
도성 

� 행 자의 경험, 지식 는 문화에 종속 일 수 
있음

� 인간과 환경의 상 간의 직 인 계, 상
의 지각된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한 제안 
는 단서 ⇒ 특정 행동 유도 

� 행 (조작)을 하는 것이 쉬운가 혹은 어려운가
에 한 것 

� 의자는 몸을 지탱하여 앉을 
수 있는 어포던스 제공 

� 투명 유리잔은 안을 쳐다볼 
수 있는 어포던스 제공 

� 잡작한 은  수 있는 어
포던스 제공 

� 손잡이는 돌려질 수 있는 어
포던스 제공

� 공은 던져지거나 튕겨질 수 
있는 어포던스 제공  

<표 Ⅱ-9> Gibson과 Norman의 어포던스 개념, 특성  

 (출처: Hartson(2003), McGrenere와 Ho(2000) 등의 연구를 추가 으로 참조하여        
  재작성함) 

  Gibson(1977, 1979)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떻게 환경을 지각하는지, 자신

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바꾸기 해 어떻게 환경을 조정하는지에 해 우선

인 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Norman(1988, 1990, 1998, 1999)은 환경을 

조정하거나 디자인함으로써 그것의 효용이 쉽게 지각될 수 있는가에 

을 두었다. 디자인 분야에서 어포던스 개념을 처음 도입한 Norman은 

Gibson에 비해 어포던스의 처방 인 개념을 발 시켰다. 

  아직까지 어포던스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여러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포던스 개념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표 Ⅱ-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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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 어포던스 개념  특성

생태심리학 

Gibson(1977, 

1979)

� 환경에서의 직  지각  요소들과 그것들이 생명체에게 제공하는 

행 가능성(possibilities for action) 간의 연결 는 계

Sasaki(1994) 

� 변화하는 속에 숨겨져 있는 불변이 지각되는 것 

� 환경 속에 잠재하는 의미 

� 동물이나 인간에게 생명유지활동을 지탱가능하게 자원

� 환경과 행 와의 과정의 심에 있는 것 

인지심리/ 

인지공학

Norman(1988

, 1990, 1998, 

1999)

� 행동유도성으로 사물의 속성(특성)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한 

강력한 단서나 제안 

� 행 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이고 유용한 정보 

HCI 

Gaver(1991, 

1996) 

� 행동을 유도하는 정보가 아니라 행  그 자체

� 사용자와 행동, 인공물 사이에 디자인으로의 연결에 을 맞추

는 도구 

McGrenere

과 Ho(2000)

� 어포던스 정의 자체를 거부함 

� 어포던스를 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범 한 활용  발

에 방해됨  

제품/산업 

디자인 

You 와 

Chen(2007) 

� 사용자, 객체, 활동 간의  계 

� 사용자의 기억, 추론, 해석 없이 사용자 행 를 지원하는 제품의 

잠재성 

공학 

디자인, 

리엔지니어

링 

Maier 와 

Fadel(2009),  

Maier(2011)

� 하 요소 간 상보 임(complementary)

� 양의(+) 어포던스와 음의(-) 어포던스의 양가성(polarity)값을 지님 

� 복합 (multiple)으로 구성될 수 있음

� 다양한 품질(quality)을 지님 

환경심리학 

Bell, Greene, 

Fisher와 

Baum(2001) 

� 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단서 

� 인간의 자연 친애 상과 경  미학을 설명함 

Kytta(2003),  

Reed(1996) 

� 행 자의 극 인 정보 채택을 통해 지각되는 환경의 기능 으로 

의미있는 속성

� 잠재 인(potentional), 지각되는(perceived), 활용되는(utilized), 형태

를 갖춘(shaped) 어포던스 수 으로 나뉨  

환경/건축공

간디자인 

김수진(2004) 

�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원리에 따라 지각되는 계를 규명 

� 사용자의 경험구조를 시하는 건축공간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행 의 새로운 가능성  지원성 제공  

민병택과 

지용규(2008)

� 공간이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여 행동을 유도하거나 최 의 지 에 

배치된 공간 내 사물 자체가 인간에게 맞추어 반응하는 것 

� 자극과 반응의 계, 인지요인과 물리요인의 확장, 잠재요인의 발

굴 면에서 요한 디자인  단 를 제공 

교육심리학 Greeno(1994) � 어떻게 환경이 지각 활동을 지지하느냐를 이해하는 것

교육공학 

Bell과 

Winn(2000) 

� 개인에게 지각된 사물의 실제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사

물이 잠재 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능  속성을 말

함

Oliver(2005) 

� 어포던스는 다소 혼동스럽고 부 한 용어임 

� 지각, 행동, 특성을 모두 포 할 수 있는 의의 용어인 잠재성

(potential) 이나 용성(claims)으로 체할 것을 제안함  

Hammond    

  (2009)

� 직 이고 직 으로 지각되는 '즉각 인 이해가능성'과 환경에 

제공하는 행동에 한 '기회'의 의미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

송해덕과 

박형주(2009)  

� 주체로 하여  객체가 제시하는 속성을 인식하여 특정의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발하는 것 

나일주(2011) 
�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의

미있는 정보 는 단서

<표 Ⅱ-10> 연구분야별 어포던스 개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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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어포던스는 수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에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다양하게 쓰여(McTavish, 2010), 공통의 정의를 내리는 데 혼

동을 래한다. 어포던스 개념에 한 이러한 혼동은 이 개념을 실제로 

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십 년 되지 않았고, '고도의 애매함과 완곡함' 

때문이다(김 호, 2004). 한 환경의 어포던스를 지각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 신체 인 것에서부터 정신 인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

이다. 모든 분야에서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는 환경에 내

재되어 주체에 의해 지각되어 반응 는 행동 유발 가능한 단서나 속성을 

악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포던스 개념의 모호성과 포 성을 극

복하고 환경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행 를 유발하는 속성들

을 구체화한다면, 어포던스의 본래 의미에 더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연, 이승훈, 2010) 어포던스의 잠재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태심리학, 인지심리학에서 비롯된 어포던스 이론은 최근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정보시스템 디자인, 고, 체육, 교육 등의 범 한 분야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공학 분야의 경우 이러닝, ICT 기반 교육, 학습

환경 설계 역에서 어포던스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근본

인 어포던스 개념은 환경에 내재되어 학습자에 의해 지각되어 반응 는 행

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단서, 속성(특성), 정보 등을 뜻한다. 기 고  어

포던스 이론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의 외양에만 을 맞추어 어

포던스를 소개하 으나, 최근 Maier, Fadel과 Battisto(2009),   

Goodyear(2011) 등은 어포던스 개념의 확장을 통해 어포던스를 제품이나 

환경의 외 인 구조에 의한 단서나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활동을 제공

하고 지원하는 안내규칙으로 해석하여 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이러닝 

등의 학습환경에 용하면 어포던스는 이러닝 학습화면  인터페이스 등

의 물리  구조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설계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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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포던스 유형 

  기 어포던스 이론가인 Gibson은 어포던스 존재 유무로만 분류하 을 

뿐 어포던스 유형에 해서는 언 한 바 없다. 디자인 분야에서 어포던스 

개념을 일반화시켜 어포던스 이론을 확장시킨 Norman(1990, 1999)은 어포

던스 개념에 한 혼란을 극복하기 해 실제  어포던스(real affordance)

와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로 구분하 다. 실제  어포던스

는 신체 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지각된 어포

던스는 어떤 행동을 인지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구로 하여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  특성은 실제  어포던스이고, 

도구의 외 에 내재되어 한 작동을 암시하거나 지각시키는 특성은 지

각된 어포던스이다. Norman이 지각된 어포던스 개념을 제시한 이후, 디자

인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수행해야 하는 행동에 한 지

각  단서를 제품이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어포던스를 평가

하기도 하고 아이콘 는 표식(sign)과 같이 물체에서 얻은 정보가 사용자

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포던스를 받아들이기도 

한다(이태연, 이승훈, 2010). 

  어포던스가 가지는 디자인  의미는 다양한 디자인분야에서 용되어 왔

으나, 가장 활발하게 용되는 분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디자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HCI 디자인 역에서 Gaver(1991)는 어포던스는 행

동을 유도하는 정보가 아니라 행  그 자체라고 지 하면서 디자이 는 어

포던스 자체와 그것을 지각하기 한 정보를 구분해야 하며 어포던스를 효

과 으로 활용하기 해 지각정보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한 Gaver(1991)는 물체의 어포던스와 어포던스를 가리키는 지각정보의 유

무에 따라 네 가지 가능한 어포던스 유형을 제시하 는데 이는 '잘못된 어

포던스(false affordance), 지각가능한 어포던스(perceptible affordance), 숨

겨진 어포던스(hidden affordance)‘이다. 지각가능한 어포던스는 지각정보

가 어포던스와 함께 주어지는 경우로 직  지각이 이루어지는 어포던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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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구 어포던스 개념  특성 어포던스 

실제  

어포던스(real 

affordance) 는 

물리  

어포던스(physical 

affordance)  

Hartson(2003),  

 McGrenere 

& Ho(2000),  

Norman(1998 

1999) 

�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계 속성 

� 인터페이스에서 신체 인 행동을 
할 때 사용자를 돕는 설계 단서 

� 사용자가 정확하고 
쉽게 클릭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버튼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

는 인지  

어포던스(cognitive 

affordance)

Hartson(2003),  

McGrenere & 

Ho(2000),  

Norman(1998 

1999) 

�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설계 속성 

� 정보, 단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
써 일을 실행 가능하도록 생각이
나 의도를 도와주는 것 

�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때 사용자
를 돕는 설계 단서 

� 클릭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측
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버튼 라벨 

감각  

어포던스(sensory 

affordances) 

Hartson(2003),  

McGrenere & 

Ho(2000)

� 인지  어포던스나 물리  어포
던스와 같은 것을 감각 으로 지
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계속성 

�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설계 단서 

� 가독성을 확보할 만
큼 충분히 큰 씨 
크기

기능  어포던스

(functional 

affordance) 

Hartson(2003)

� 사용자가 과업을 성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설계속성

� 시스템 기능의 유용성 는 목
성

� 사용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설계 단서 

� 일련의 숫자들을 분
류할 수 있는 시스
템의 내재  능력

� 버튼을 클릭한 것에 
의해 유발됨

동기  어포던스 

(motivational 

affordance) 

Deterding(201

1), Jung, 

Schneither & 

Valacich(2010)

, Zhang(2008)  

� 유능감, 자율성, 계성 등의 동
기  요구를 지원하는 객체의 속
성 

� 자율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툴바

� 유능감을 지원하는 
게임

� 계성을 지원하는 
블로그 

감성  어포던스 

(emotional 

affordance) 

Zhang(2008) 

� 동기  어포던스의 하 요소 
� 주체의 감성  요구  역량을 

지원하는 환경의 속성 
� 기 과 집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 감성을 유발  

� 매력  외
� 게임
� 최 의 감성  몰입

경험 제공하는 기술 

고 숨겨진 어포던스는 물체가 어포던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각정보가 주어

지지 않아 사용자가 주목하지 못하는 어포던스이며 잘못된 어포던스는 지

각정보가 주어져 주목이 일어났으나 물체에 어포던스가 없는 경우이다. 

   다른 HCI 연구자인 McGrenere와 Ho(2000)는 인지  어포던스, 물리

 어포던스, 감각  어포던스의 세 유형으로 나 었고, Hartson(2003)은 

이에 더해 기능  어포던스를 추가하여 네 유형으로 구분하 다. 최근 동

기  어포던스와 감성  어포던스가 추가되었다. 다양한 어포던스 유형은 

설계의 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표 Ⅱ-11> ICT 환경 설계 분야에서의 어포던스 유형별 개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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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학습환경  하  유형 기술  어포던스 설계요소  

Kirschner(2002),  

Kirschner 

외(2004)

컴퓨터 

지원 

동학습 

환경 

(CSCL)

- � 이아웃, 내비게이션 등 상호작용 설계 

박형주(2012)
이러닝 

사이트 

인지  

어포던스  
� 오류없이 정확한 문구  내용 

감각  

어포던스  

� 한 화면당 한 학습분량

� 학습지원도구의 한 배치  

� 시각 으로 편안함주는 구성 

물리  

어포던스  

� 오류없이 원활하게 학습진행단계 이동  동작 

� 조작 후 즉각  기능 작동 

황윤자(2013)

모바일 

증강 실 

교육시스

템 

인지  

어포던스 

� 바로 쉽게 인식 는 기억하여 작동 가능하도록 설

계 

� 메뉴, 버튼 등의 정확한 정보제시 

� 조작 버튼이나 메뉴에 한 안내문구나 도움말 

� 용어 사

감각  

어포던스  

� 복잡하지 않은 화면배치( 이아웃)

� 기호에 따라 음성과 텍스트와 같은 매체 선택 가능 

�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 설계 

물리

어포던스  

� 쉬운 조작(객체 터치, 드래그, 선택, 확   축소 

등)  

� 일 인 조작방식의 메뉴, 버튼, 아이콘 등 설계

� 정확한 터치를 한 충분한 크기의 버튼 제시 

  이와 같이 HCI 설계분야에서는 일반 인 ICT 환경의 상호작용, 인터페이

스 기술 측면에서 어포던스에 한 다양한 유형을 보여 다. HCI 분야 어

포던스 연구에 향을 받아 이러닝과 같은 ICT 기반 학습환경 설계 분야에

서도 인터페이스 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디자인을 한 기술

(technological) 어포던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어포

던스는 인지  어포던스, 감각  어포던스, 물리  어포던스 등의 하  유형을 

포 한다. 

<표 Ⅱ-12>  ICT 기반 학습환경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  어포던스 설계요소 

  ICT 기반 학습환경 설계 분야에서는 인터페이스 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디자인을 한 기술 (technological) 어포던스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기능 측면을 부각하여 교육 (educational, pedagogical, teaching, 

learning 등) 어포던스가 추가 으로 소개되고 있다(<표 Ⅱ-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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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학습환경 교육  어포던스 설계요소  

Dickey(2003, 

2011) 
가상학습환경 

� 내비게이션 보조도구, 멘토, 도움, 훈련 로그램, 디자인 

템 릿

Kirschner(2002), 

Kirschner 

외(2004)

컴퓨터 지원 동 

학습 환경(CSCL)

� 주어진 교수맥락에서 특정 학습 행동을 유도하는 학습환

경의 요소  

Klopfer와 

Squire(2008)

증강 실 랫폼 

기반 시뮬 이션

환경

� 휴 가능성, 사회  상호작용, 맥락민감성, 네트워크 연결

성, 개별성 

Patten, Arnedillo 

Sánchez와 

Tangney(2006) 

휴 용(handheld) 

모바일 학습환경 

� 학습 리(개별 학습일정 리, 성  리), 참고(사 , 번역

기, (학습지원)도구 등), 상호작용(응답, 피드백), 마이크로

월드(자신의 지식 구성), 자료수집(학습자원), 치인식(자

신의 환경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치 인식), 

력(서로 자료  의견 공유)

Webb(2005) 
ICT 기반 

과학학습환경  

� 어포던스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로 '안내서, 지침, 

설명, 소 트웨어 메뉴나 버튼, 아이콘, 도움말, 활동지' 등

을 제시함  

� 어포던스의 수 을 높이는 요소들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

의 격려, 설명, 질문, 빠르고 정확한 소 트웨어의 신속성

과 정확성, 구조화된 과제' 등을 제시함 

Churchill와 

Churchill(2008)

PDA 기반 모바일 

학습환경 

� 멀티미디어 근 도구, 인(동료, 교수자, 문가)과의 연

결 도구, (멀티미디어 자원들에 근), 캡쳐 도구, 생각 표

상 도구(마인드 맵, 이미지 편집 등), 학습과제분석 도구

Cochrane와 

Bateman(2010)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학습환경 

� 력을 한 사회  네트워킹 도구,  자료 공유를 한 e-

포트폴리오 도구, web2.0미디어 사이트 연결 

� 학습자자신만의 콘텐츠 구성을 한 업로딩 기능

� 성찰을 한 모바일블로그

� 학습자의 학습상황과 일상생활의 연결을  한 다양한 커

뮤니 이션 지원도구 

Spector(2012) 교육용 테크놀로지 

� 교수설계자를 한 인지  과제 분석 실행하기, 학습목표 

우선순  매기기 활동 

� 교사를 한 력  쓰기 장려하기, 학습자의 진  평가

하기 활동 

� 학생을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뮬 이션과 상호작용

하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자기조 능력 향상하

기 활동

Tan, Lin, 

Chu와  

Liu(2012)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 자유로운 지식 근, 실시간 평가, 개별성, 다양한 상호작

용, 임의  자료 수집, 유비쿼터스 게임, 실제  맥락 인

식, 명확한 몰입, 기능 용, 방법론  분석, 창조  통합, 

유비쿼터스 복습, 이음새없는 력  

최원정(2013) 모바일 학습환경 
� 개별학습 지원, 학습자원 근 지원, 학습자 심 학습 지

원, 성찰활동 지원, 력활동 지원, 간결한 내용제시 지원

<표 Ⅱ-13>  ICT 기반 학습환경 설계 분야에서의 교육  어포던스 설계요소 

  생태심리학에서 시작한 어포던스는 인지심리, 공학, HCI 등의 다학제  

학문 역으로 범 하게 되면서 2000년 에 들어서 교육 역에 본격

으로 도입되었다. Kirschner(2002)와 Kirschner 외(2004)는 컴퓨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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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습 환경(CSCL) 설계를 해 기술  어포던스를 제시하 는데 이는 

HCI 디자인 역에서의 인지 , 물리 , 감각  어포던스를 포 하고 있다. 

HCI 설계 역에서의 기능  어포던스는 일반  ICT 환경과는 다른 이러

닝 환경이 지니는 교수․학습 기능에 기반하여 교육  어포던스로 발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닝과 같은 ICT 기반 학습환경의 어포던스들을 살펴보

면, 설계의 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술  어포던스와 교육  어포던스로 

분류하 을 뿐 두 개의 어포던스 유형 모두 학습환경의 기술  그리고 교

육  속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개념  특성 

 

  어포던스 개념 자체의 시작은 생태심리학에서 시작되었으나 인지심리, 

인지공학, HCI 등의 다학제  학문 역으로 범 하게 되고 있다. 어

포던스 개념의 발 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포던스의 유형인 감성  어포

던스(emotional affordance)가 최근 소개되어 연구되고 있다. 

  Norman와 Ortony(2003)는 모든 설계자들은 사용자들의 신체  반응뿐만 

아니라 감성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  어포던스를 확보하여 설

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 Norman(2004)은 제품 설계자가 무엇

을 의도하던지 간에, 궁극 으로 사용자의 감성은 제품 설계의 감성  어

포던스에 달려있다고 하 다.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은 이

러닝 환경 설계의 감성  어포던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가상환경 설계 

연구결과, 모든 어포던스는 사용자에 달려있으며 결과 으로 행 (신체  

반응) 는 반응(감성  반응)을 낳는다(Fencott, 1999; Morie, Iyer, 

Valanejad et al., 2003). 그리하여 Morie 외(2005)는 지각  행 (perceptual 

action)로부터 감성  반응(emotional reaction)을 포 하는 어포던스 연속체

(continuum)를 제안하 다([그림 Ⅱ-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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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어포던스 연속체(Morie et al., 2005, p. 5 수정․보완)   

  인지 (지각된) 어포던스가 외  행 를 유발하는 객체의 자극에 한 

단서를 일컫는다면, 감성  어포던스는 내  행 나 감성  반응을 일으키

는 객체의 자극에 한 단서를 의미한다(Seif El-Nasr, Morie, & Drachen, 

2011). Hartson과 Pyla(2012)에 따르면, 사용자로 하여  정  감성 반응

을 유도할 수 있는 양(+)의 감성  어포던스는 재미, 미학, 그리고 성장 동

력의 잠재의식 이고 직감 인 감성과 연 된 설계 속성이다. 따라서 이러

닝 환경에서 양(+)의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자로 하여  정  감성 반

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성 설계 속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ICT 환경에서 감성은 사용자의 인지  결정을 유도하는 상호작용 경험의 

 요소로서 사용자 반응을 이해하고 측하며 사용자 경험의 질을 결

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Holson, 2004; Ravaja & Kivikangas, 2008; 

Ravaja, Saari, Salminen, Laarni, & Kallinen, 2006). 이러한 이유로 최근 디

지털 어 리 이션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감성  반응

을 평가하여 이를 설계  개발에 응용하고자 하는 감성  어포던스 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eif El-Nasr et al., 2011). 감성  어포

던스를 사회  어포던스 는 동기  어포던스의 하 요인으로 보는 일부 

학자들(Gaver, 1991, 1996; Zhang, 2008)도 있으나 부분의 연구들은 감성

의 요성을 반 하여 감성  어포던스를 독립 인 어포던스의 한 유형으

로 보고 있다(<표 Ⅱ-14> 참조). 이상의 감성  어포던스 개념의 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정의하자면, 이러

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자로 하여  학습을 한 감성  반응을 

유발하고 감성조 을 지원하는 이러닝 환경의 속성  단서로 정의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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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감성  어포던스 개념  특성 설계요소

나일주 외(2013)

�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감

성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단서, 는 정보 

� 기본  요소, 작동  요소, 이들 요소들의 구체

인 감성으로 나타나게 하는 숨은 원리 

� 텍스트의 질감, 이

미지에 한 의미

부여가능성, 객체

의 입체성 

박태정 외(2012)

� 감성  반응유발가능성으로 명명

� 환경이나 객체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

성  반응이나 행 를 유발하게 하는 환경이나 

객체의 감성 설계 속성, 단서, 는 정보 

�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

을 잘 표 하고 조 하여 다양하고 활발한 역동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설계속성  

� 이모티콘 지원 의

사소통도구 

Gaver(1991, 1996) � 사회  어포던스의 하 요인 -

Hartson과 

Pyla(2012)

� 재미, 미학 등의 잠재의식 이고 직감 인 감성과 

연 된 설계속성
-

Kytta(2003)
� ( 정 , 부정  의미의) 단순한 감성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미묘한 감성  내용도 포함함
-

McGrenere과  

Ho(2000)

� 의도한 행동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어 행동에 

한 만족감을 얻음 
-

Morie 외(2005)

� 지각의 개념을 확장하여 정서  요소(affective 

elements)를 포함하는 어포던스

� 사용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함  

� 감성  값은 매우 신축 임

� 다감각 입력요소, 

감성  반응(감성

 실재감 포함)을 

일으키게 하는 VR 

그래픽

Norman과 

Ortony(2003), 

Norman(2004)

� 사용자의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설계요소 -

Schutte 외.(2008)

�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감성을 지각하고 타인의 

감성을 의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

-

Seif El-Nasr 

외(2011)
� 학습자가 깊은 감성  단계에 몰입할 수 있음 -

Zhang(2008)

� 동기  어포던스의 하 요인

� 기 과 집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하는 

최 의 감성을 유발하는 설계요소  

� 주체의 감성  요구  역량을 지원하는 ICT 환

경의 속성 

� 매력  외 , 게

임, 최 의 몰입경

험 제공하는 기술 

<표 Ⅱ-14> 감성  어포던스의 개념, 특성  설계요소 

 

  이러닝 학습자의 경험을 좌우할 수 있는 감성  어포던스를 고려하지 않

은 채 이러닝 환경이 설계된다면 상당한 감성  문제(emotional challenges)

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을 한 최

의 감성을 유발하는 기술 , 교육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기술  측면에 치 된 감성  어포던스의 설계요소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의 교육  그리고 기술  속성 모두에 기반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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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정 감성을 이끌어 내고 부정 감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 인 이러

닝 환경 설계를 해 감성  어포던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라.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구성요소  설계차원  

  앞서 살펴본 감성  어포던스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환경 는 인공물이 

주체로 하여  감성  반응을 유발함과 동시에 주체의 감성  요구  역

량을 지원하는 환경 는 인공물의 속성, 특성, 단서 등을 의미한다. 이러

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자들이 학습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최 의 학업감성을 이끌어내는 이러닝 환경의 속성, 특성, 단서 등

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최 의 학업감성이라 함은 정 감성 증진하고 부

정 감성을 억제하며 감성조 을 통해 학습을 진시킬 수 있는 한 학

업 련 감성을 말한다. 감성  어포던스를 내재하고 있는 이러닝 환경과 

감성  어포던스에 의해 반응하는 학습자와 이러닝 환경 내에서 반응하는 

결과인 학업감성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의 구성요소를 분

류할 수 있다. 

[그림 Ⅱ-10]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구성요소

  이와 같이 사용자인 학습자와 환경인 이러닝과의 계가 성립되어 그들

의 계 사이에서 학업감성이 유발된다. 유발되는 학업감성이 가져오는 결

과에 따라 그들 간의 새로운 계가 재형성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이 지

니는 어포던스는 학습자들에게 지각되어 행 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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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는 학습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Sedig & Parsons, 2012). 이를 감성  어포던스에 용한다면, 

이러닝 환경이 제공하는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자들이 잘 인식하여 반응

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닝 환경이 

지니는 감성  어포던스 한 학습자에 의해 지각되어 감성  반응을 유발

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

포던스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감성  어포던스, 즉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 뇌

의 층은 무의식 이고 자동 이고 즉각 인 층, 의식  는 무의식 인 

행동매개의 층, 의식 이고 느린 심사숙고의 층으로 나뉜다(McLean, 1990; 

Norman, 2004). Norman(2004)은 뇌의 감성정보처리 층을 토 로 감성  어

포던스 설계 차원을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본능  차원(visceral level), 

사용성 심의 행동  차원(behavioral level), 인지, 학습 등의 고차원  사

고의 숙고  차원(reflective level)으로 나 었다. 아래 [그림 Ⅱ-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감성 두뇌 시스템의 차원들, 본능 , 행동 , 숙고  차

원은 서로 경쟁하고 제어하며 함께 작동하고 있다. 

[그림 Ⅱ-11] 뇌 기반 감성정보처리 차원(Norman, 2004,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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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뇌 기반 감성정보처리 차원에 기반 한 설계는 사용자의 특정 감

성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 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Norman, 2004, 2007). 이는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의 목 과 

부합된다. 학습자의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정보인 감성  어포던스 한 

이러한 인간의 감성정보처리 차원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뇌 

기반 감성정보처리 차원인 본능  차원, 행동  차원  숙고  차원은 감

성  어포던스의 설계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세 차원이 통합되면서 

균형을 잡는다면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게 된

다. 다음 <표 Ⅱ-15>는 제품, 시스템, 웹사이트 등의 감성 설계 연구들에서 

제시된 감성  어포던스 차원별 공통 인 변인들을 보여 다. 감성  어포

던스 설계 차원별 변인에 한 연구는 주로 상호작용 시스템, 제품, 웹사이

트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Miller, Velesianos와 Hooper(2006)의 연구는 

이러닝 환경인 교육용 소 트웨어  시스템을 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그들은 학습자의 감성과 학습과정에 정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교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요소로 감성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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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상
      객체
 

감성  
어포던스 
차원

Demir 
(2008) 

Desmet
(2002) 

Jordan
(2000),  
Tiger 
(1992) 
 

Norman
(2004,  
2007) 

Lim 
외(2008) 

Van 
Grop와 
Adams 
(2012)

Sanders
(1992)

Miller 
외(2006)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시스템, 
웹사이
트  

상호
작용 
시스
템 

제품, 
웹사이
트 

제품 교육용 
소 트웨어
, 시스템 

본능  차원
(visceral 
level) 

자동  
반응성 

외  감각  
외 , 
질감, 
감각 

시각 외  외 시각

행동  차원 
(behavioral 

level)  

상호작
용 경험 

사용기
 부합 

실사용
상호작
용, 
사용 

상호
작용

상호작
용 

사용 사용

숙고  차원
(reflective 

level) 

-
목표달
성  

목  
달성

유용한 
기능

유용
한 
기능

제품의 
기능

고유목
 달성

과제지원 

계성 -
사회  

계

제품  
인과

의  
계

-
의식  

계
- -

<표 Ⅱ-15> 감성  어포던스 차원별 설계변인 

  련 연구결과를 통해 본능  차원에서는 해당 객체 는 환경의 외  

련 역, 행동  차원에서는 사용 련 역, 숙고  차원에서는 목  

달성 기능  계성 련 역의 감성 설계가 각각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감성 설계 차원별 변인들은 상 객체나 환경의 감성 설계 역 

 요소로써 해당 설계자들은 이러한 변인들에 합한 감성 설계방법을 

탐색하여 용하여야 한다(Miller et al., 2006; Norman, 2004, 2007).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는 감성  어포던스 차원에 따라 한 

감성 설계 방법인 설계원리, 략, 지침 등을 도출하여 외 , 사용, 

학습기능, 계성 등과 련된 이러닝 설계 역  요소에 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능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는 의식 이 이며 사고 이 의 것인 첫 

느낌이 형성되는 겉모습과 련된 것으로 어떤 제품의 기효과(제품의 겉

모습, 감, 감각)에 한 것 자동 이고 잠재의식 이며 생물학 으로 결

정되는 것이다(Desmet, 2002; Jordan, 2002; Lim et al., 2008; Miller et al., 

2006; Norman, 2004; Sanders, 1992; Tiger, 1992; Van Grop &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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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겉모습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감성으로 겉모습의 첫인상이 좋을

수록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다(Hiroyuki, 2008).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통해 감성을 느낀다. 본능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의 

변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감각 체를 언 하는 학자( . Jordan, 2002, 

Norman, 2004,  2007; Tiger, 1992)도 있는 반면, 시각으로 한정하여 제시하

는 학자(Lim et al., 2008; Miller et al., 2006)도 있다. 왜냐하면 시각은 가

장 강력하고 요한 감각으로 체 지각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Hiroyuki, 2008). 웹기반 학습인 이러닝의 경우 웹 화면의 시각커뮤니 이

션에 용될 수 있다. 시각 요소 에서도 색채와 형태, 웹 화면에서는 색

상, 텍스트, 이미지, 이아웃 등이 감성에 지 한 향을 끼친다. 이아

웃, 텍스트, 이미지 등을 조미헌, 김민경, 김미량, 이옥화와 허희옥(2010) 그

리고 유명환(2006)은 인터페이스 표 요소로 분류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면설계요소로 보았다. 이러닝 학습화면은 교수설계의 궁극 인 수혜자인 

학습자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나일주, 김세리, 2006). 학습자뿐만 아

니라 학습내용 한 고려하여 이러닝 학습화면의 구성  배치를 시각 으

로 실체화되어야 한다. 학습화면의 시각요소들은 본능  차원의 이러닝 환

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주요 설계요소이다. Hannafin과 Hooper(1989)의 

화면설계에 한 정의에 따르면, 학습자가 정보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각  자극물들을 의도 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닝 화

면설계를 해서는 그래픽 디자인에 한 확고한 이해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Steen, 2008). 이러닝 학습화면과 같은 겉모습의 가치는 냉철한 이성

과는 계없이 감성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하거

나 행동을 결정할 때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의사결정하여 선택한

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순간 에 비친 모습을 감성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이성의 회로는 거의 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Hiroyuki, 2008). 화면에 콘텐츠, 내비게이션 등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달 내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감성 으로 학습자에게 즐거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황진원, 2012). 시각 요소인 이아웃,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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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그래픽, 색상 등이 훌륭한 화면설계는 사용자가 디자인에서부터 즐거

움을 얻고 효과 인 콘텐츠를 악할 수 있는 것이다(Beaird, 2007). 본능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를 해 본 연구에서는 시

지각을 한 학습환경에 설계의 주된 심을 두고 있다. 

  본능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를 제어하는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

던스는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과 효율과 련된 것으로 제품의 사

용, 즉 제품과 련된 경험에 한 것이다(Jordan, 2002; Lim et al., 2008; 

Miller et al., 2006; Norman, 2004; Sanders, 1992; Tiger, 1992; van Grop & 

Adams, 2012). 이러닝 환경에서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는 으

로 사용과 련된 것으로 외 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Norman, 2004, 2007). 

물리 으로 조작함으로써 즐거움, 만족감 등 정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사

용자들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가 

제 로 설계되었을 때는 만족감 등을 유발시키고, 잘못 설계된 경우에는 

좌 감, 불안감 등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사용기 에 부합하여 실사용에 

있어 어려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고(Desmet, 2002) 실제 인 사용(상호작

용)의 혜택을 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Jordan, 2002). 이러닝 인터

페이스는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다. 따라서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러닝 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조작과 련된 인터페이스에 을 두고 있다. 

  최상 의 감성  어포던스인 숙고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는 가장 높

은 수 의 감성과 인지(이해, 의식 등)가 함께 존재하여 사용자가 깊은 숙

고 는 반성을 경험하는 것이다(Norman, 2004). 본 차원의 감성  어포던

스는 제품 는 시스템의 고유한 목표달성, 자기 이미지, 개인  만족감, 

다른 이와의 계성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설계의 을 두고 있다

(Jordan, 2002; Norman, 2004; Tiger, 1992; Van Grop & Adams, 2012). 따라

서 숙고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를 해 본 연구

에서는 학습 기능  사회  계성을 설계의 주된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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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Velesianos와 Hooper(2006)는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교수설계가 

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상의 감성 설계 차원  복잡한 학습활동이 이루어

지는 이러닝 환경에서 가장 요한 차원은 숙고  차원이라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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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가.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 

 

  Gibson(1977, 1979)에 의해 제안된 어포던스는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주

환경에 어떻게 응하는가를 설명하기 해 사용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요건을 제공해주어야 하고 

생물은 주변 환경의 어포던스를 지각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

다. 이는 이러닝 환경의 어포던스가 잘 설계되어야 함과 동시에 학습자는 

이러닝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포던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 

  인공물과 사용자의 계  속성을 뜻하는 어포던스를 기반으로 하는 설

계는 사용자를 명시 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기존의 기능 기반 설계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Maier & Fadel, 2009). 어포던스가 기능 외에도 인간과 

사물의 계(상호작용)를 포함하는 기 이면서도 범 한 개념을 포

한다는 (Maier & Fadel, 2009)에서 그리고 사물이 특정 사용이나 행 를 

잘 유발할 수 있는지, 즉 어포던스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Norman, 1988)에서 어포던스 기반 설계(affordance-based design)가 필요하

다. 공학 설계와 리엔지니어링 공학 분야의 Maier과 Fadel(2009)은 어포던

스 기반 설계란 어포던스를 분석, 종합, 정리하는 일련의 설계과정이라고 

정의내린 반면, 교육공학 분야의 Goodyear(2011)에 따르면 어포던스 기반 

설계란 이론 , 논리  측면과 기발한 설계자의 을 취합하여 생산 , 

구체 , 실제  학습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방법이라고 하 다.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기존 교수설계 방식과 달리 학습자가 학습환경과 실

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개별 인 특성을 다

각 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호선, 2014; Goodyear, 2011). 이

러한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이러닝 환경에 용 가능한 어포던스 설계를 

해 최 화되어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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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포던스는 인공물이 사용자에게 유도해야 하는 양(+)의 어포던스와 인

공물이 사용자에게 유도하지 않아야 하는 음(-)의 어포던스로 분류되는데 

양(+)의 어포던스를 증진시키고 음(-)의 어포던스를 억제시킴으로써 어포던

스의 질  향상을 한 효과 인 설계방법이 바로 어포던스 기반 설계이다

(Maier & Fadel, 2009).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체계 , 구체 으로 수행하

기 해서는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affordance structure matrix, ASM)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인공물의 세부 설계를 

한 구체 이고 실질 인 지침을  수 있는 도구로 주로 활용된다(박형주, 

2012; Maier, 2011; Maier & Fadel, 2009).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상단의 인공물 구성요소(A), 좌측의 어포던스 

설계요소(B), 앙의 인공물 구성요소와 어포던스 설계요소의 정 는 부

정 계 표시 역(C), 우측의 각각의 어포던스 설계요소가 얼마나 많은 인

공물 구성요소와 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합 계산 역(D), 하단의 

각각의 인공물 구성요소가 얼마나 많은 어포던스 설계요소와 련되어 있

는 지를 보여주는 총합 계산 역(E)으로 총 5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Maier, Ezhilan, & Fadel, 2007; Maier & Fadel, 2009; Maier, Sandel, & 

Fad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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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진공청소기의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
(Maier, Sandel, & Fadel, 2008; p. 340)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해 필수 인 정보 

는 단서와 그들의 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설계자들이 설계 단계에서 구조

를 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Maier, Ezhilan, & Fadel, 2007; 

Maier & Fadel, 2009). 즉,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인공물이나 환경의 

요소들에 설계 요소 는 원리들에 해당하는 어포던스가 반 되었는지를 

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물과 사용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어포던스를 

분석, 종합  정리할 수 있는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한 도구인 어포던

스 구조 매트릭스는 인공물이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실제 으로 유익

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어포던스 구조 매트

릭스는 인공물 는 환경의 일부 요소에 잠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한 행 를 지니고 있는 계를 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Maier & Fadel, 

2009).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이러

닝 환경의 어떤 요소에 잠재 으로, 의도 으로 유발할 수 있는 감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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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내포하는 계를 구체화시켜주어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해 어포던스 기반 설계 도구인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간략하게 수정하

여 용하 다. 5개 역  핵심 인 역인 상단의 인공물 구성요소와 

좌측의 어포던스 설계요소를 심으로 그 계성을 확인하고 어포던스를 

분석, 종합, 정리한다면 본 연구의 목 인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원리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설계를 해 기존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 형식

을 모두 용하기 보다는 핵심 인 요소를 심으로 추출하여 설계자가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활용하 다.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이러닝과 같은 학습환경 설계에 용한다면, 기존 

교수설계 방식과 달리 학습자가 학습환경과 실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개별 인 특성을 다각 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호선, 2014; Goodyear, 2011). 학습환경의 지각가능하고 실행

인 속성인 어포던스는 학습자의 학습환경 활용 가능성이나 능력을 높일 수 

있어 학습환경을 어포던스에 기반하여 설계한다면 학습자의 참여를 진하

여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박형주, 2012; 최원정, 2013).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를 해서는 해당 학습환경의 어포던스를 설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이러닝이 가지고 있는 어포던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 설계 시 이상 인 교수설계 활동, 차, 기능 

등에 을 맞추기 보다는 어포던스 에서 실제 학습자의 활동을 고려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요하다

(Spector, 2012). 따라서 이러닝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의 효과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러닝 환경이 지니는 다양한 어포던스를 악하

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 모바일 디바이스, 가상 실/증강 실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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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획기 인 발 으로 이동성, 방 한 학습자원, 지식창조, 집

단지성, 력  사고  쓰기 등이 용이한 지 의 이러닝 환경은 기술 , 

교육  측면에서 더 많은 어포던스를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구체 인 설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으로 구 되지 못하고 있다

(Stewart et al., 2010). 어포던스 에 입각하여 학습환경이 지니는 기술

 속성을 학습목표, 학습활동 등의 교육  속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효과

인 학습환경 설계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인공물의 설계를 한 실질 인 지침을  수 있

는 안내규칙이자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고 기술 , 교육  속성을 함께 고

려하는 설계방법으로 효과 인 학습환경 설계에 용될 수 있다. 어포던스 

기반 설계는 기존 교수설계 방식과 달리 학습자가 학습환경과 실제 상호작

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개별 인 특성을 다각 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학습자가 학습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

나는 다양한 교육 , 기술  특징들을 고려하여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를 한다면 학습  수행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어포던스 기

반 학습환경 설계의 궁극 인 목 은 이러닝 학습자로 하여  학습환경이 

지니는 어포던스를 충분히 지각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

인 학습과 수행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닝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의 향에 해 탐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의 어포던스

와 그러한 테크놀로지들이 어떻게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Spector, 2012).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나일주 외, 2013; 박태정 외, 2012; Morie et al., 

2005; Schutte et al., 2008; Seif El-Nasr et al., 2011)를 종합해보면,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자로 하여  정 학업감성을 유발  증진

시키고 부정 감성을 억제  극복시켜 스스로 학업감성 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서 혹은 속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에 내재되어 

학습자로 하여  감성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감성  어포던스는 

정 인 학업감성인 즐거움, 만족감, 자신감, 유 감 등을 유발시키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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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학업감성인 불안감, 지루함, 좌 감, 시기심 등을 억제시킴으로써 

학습을 지속하고 진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이처럼 감성  어포던

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는 학습하기에 최 의 학업감성을 유도하는 데 

결정 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도 사용자인 학습

자의 감성  반응을 고려하여 감성  어포던스 기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성  어포던스를 기반으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  최 의 학업감성을 유도하여 학습  수행을 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 

  이러닝 설계는 기본 인 교수설계 원리뿐만 아니라 한 기술을 함께 

고려하여 최 의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Brown & Voltz, 2005).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감성 설계를 해서는 교육 , 기술  속성에 한 

총체 이고 실제 인 근을 해 어포던스 이론  어포던스 기반 설계방

법을 용하 다. 이러한 감성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는 이러닝 

환경의 감성 설계를 구체화, 체계화할 수 있는 발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하기 해서는 교수설계, 심리학(정

서심리, 생태심리, 인지심리, 교육심리 등), 감성컴퓨 , HCI, 그래픽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감성 설계 요소, 원리, 략 등에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닝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해 감성  어포던스의 설계 차원인 본능 , 행동 , 

숙고  차원 변인을 기 으로 교육 분야  기술 분야에서 제시하는 감성 

설계원리를 체계 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론 , 

경험 으로 검증된 감성 고려 설계원리에 따라 이러닝 환경이 설계  개

발된다면 해당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는 증진되어 최 의 학업감

성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이러닝 감성 교수설계   

  교육자  연구자는 교육 환경에서의 학업감성의 역할  효과를 이해하



- 71 -

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 감성  감성조 에 향을 끼치는 교육  맥

락을 고려하여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Darling-Hammond, Orcutt, 

Strobel, Kirsch, Lit, & Martin, 2003; Pekrun, 2006; Schutz et al., 2006). 그

러나 지 까지 교수설계  교육공학분야에서 학습자의 정서  측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Bichelmeyer, 2009; I. Lee, 2012). 교수설계의 결정  

요소로 감성을 제시한 Hsu(2008) 등 여러 학자들이 교수설계에서의 감성의 

요성을 언 하 으나, 실제 으로 감성 고려 교수설계 원리나 지침을 제

안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Lim & Yeon, 2009; O'Regan, 2003). 그 이유

는 여 히 교수설계 역에서는 학습자의 특성  선수 지식과 련된 출발

 행동, 인지능력, 독수  등의 인지  역에 한 변인을 더 시여기

고 학습자의 감성, 태도, 가치  등과 같은 정서  측면은 경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혜온, 2007; Duchastel, 1997; Leshin, Pollock, & Reigeluth, 

1992). 몇몇 교수설계자는 감성이 인지  목표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며

(Parrish, 2005), 감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Astleitner, 2000). 교수설계 반에 있어 감성 요소는 거의 표면 , 피상  

수 에서 고려되거나 효율성, 체계성 등에 치우쳐 큰 주목을 받지 못하엿

다(Parrish, 2005; Tractinsky, 2004). 학습에 있어 감성의 요성에도 불과하

고 감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즉 감성 교수설계는 종종 외면을 받아왔다. 다

행히 교수설계에 있어 감성의 요성을 인식하고 감성 교수설계 련 연구

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1980년  이후 지 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다

(MacFadden et al., 2005). Martin과 Briggs(1986)와 같은 기 교수 감성 설

계 학자들은 교수설계에 총제척이고 체계 인 정서  역과 인지  역

의 통합을 시도하 지만 합한 방법의 부족으로 큰 결실을 맺지는 못하

다. 학습수행에 있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감성을 경험한다고 믿었던 

Keller(1983)와 Kopp(1987)의 동기교수모형은 교수에서의 감성에 한 고려

를 소개했다. 그들은 감성을 학습과정의 요한 산출물로 여겼으며 감성이 

동기에 종속되는 형태로 교수모형을 제안하 다.

  1990년 로 들어서면서 감성지능의 출 으로 감성지능 기반으로 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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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이 출 하 다. SEL이란 감성을 잘 

인지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정  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도 이 되는 상황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 시키는 교육과

정이다. 세계 수많은 SEL 로그램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통합되었고 학

생들에게 여러 학년에 걸쳐서 자신들의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기 한 집

이고 계속 인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을 두고 실시되었다. 

  Adams(1996)는 감성이 별도의 교수의 내용이 되는 SEL 로그램을 운

하기 보다는 일상 인 교수에 있어 감성을 결합시키는 감성  스토리를 이

용한 “숨은 감성교육(hidden emotional education)”을 제안하 다. 인지부

하이론 연구자인 Van Merrienboer와 Ayres(2005)는 친근하고 즐거운 경험

을 형성하는 기능 , 과제지원의 감성 교수설계는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고 

외생  인지부하(extraneous cognitive load)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외생  인지부하를 일 수 있는 감성 설계는 교수설계자로 하여  

스키마와 과제 수행에 효과 인 교수설계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Um et 

al., 2012). 그러므로 교수설계자는 측정 가능한 인지  교수 결과에만 

으로 을 맞추는 단편 인 기존의 교수설계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Rosiek, 2003). Shelton과 Stern(2003)은 학습자의 감성을 이해를 기반으로 

정 감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환경 설계의 필요성을 언 하 으며 

Pekrun(2011)은 학습 참여와 몰입을 한 응  감성(adaptive emotion)을 

증진하고 부 응  감성(maladaptive emotion)은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면 면 학습상황인 교실수업에서의 교사는 이러한 감성의 교육  요성

을 알고 학습자의 감성을 모니터링하여 그들의 감성 상태에 맞추어 시의 

하게 반응함으로써 학습경험에 있어 감성 요소를 잘 다루어 처치를 해

 수 있다(Darling-Hammond et al., 2003; Goleman, 1997). 그러나 이러닝 

학습상황에서는 학습자 개인이 교사와 동료의 개입 없이 고립되고 물리

으로 독립된 가상공간에서 각자 자기조 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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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인 어려움이 학습에 보다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박태정 외, 

2012; Conrad, 2002; Hiltz & Turoff, 2005; Hiltz & Wellman, 1997; Kumar, 

Kumar, & Basu, 2001; I. Lee, 2012; Quinn, 2006, 2009; Reilly et al., 2012). 

통  교실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더 많은 학업감성을 경험

하고 더 높은 수치의 부정  학업감성을 느 다(Astleitner, 1997; Marchand 

& Gutierrez, 2011; Moneta & Kekkonen-Moneta, 2007). 이러닝 환경에서는 

면 면 학습에 비해 부분 가상공간에서 개인이 교사와 동료의 이나 

개입 없이 고립되고 독립된 물리  상태에서 각자 자기주도 , 자기조

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 인 이러닝을 해서는 학습자의 

높은 자기조 력  자기주도력이 필수 이어야 한다(김혜온, 2007). 다시 

말해, 이러닝 학습자는 스스로 기 ,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진도를 모니

터링하며 학습을 잘 진척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기조 학습을 결정하는 주

요 변인으로 인지, 동기, 행동뿐 만 아니라 감성 한 개별 독립 인 구성

요소로써 제 역할을 한다(Ben-Eliyahu & Linnenbrink-Garcia, 2013; 

Boekaerts et al., 2000; Pekrun et al., 2002). 이러닝에서 감성  측면에서

의 장애물(emotional obstacle)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조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지속과 유지에 있어 매우 요하다(Kumar et al., 2001). 이러닝 학습

자가 흥미롭고 정  감성을 느끼고 덜 불안할 때 더 잘 학습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Quinn, 2006; Vuorela & Nummenmaa, 2004). 즉, 이러닝 학

습자의 부정 감성을 최소화하고 정 감성을 최 화할 때 학습의 효과가 

향상되게 된다(임채성, 오윤화, 2004; Juutinen & Saariluoma, 2010; 

O'Regan, 2003). 따라서 이러닝 교수자와 교수설계자들은 학습자의 감성 

경험을 이해하고 학습의 감성  역을 인지 , 동기 , 사회  역과 통

합하여 학습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한 이러닝 환경 설계는 지루함 등의 

부정 감성을 극복하고 즐거움 등의 정 감성상태에서 능동 , 자발 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 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닝에서의 교수설계는 학습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데(김혜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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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으로 건 한 이러닝 환경 설계(designing emotionally sound 

e-Learning environments)’는 효과 인 학습을 해 필수 이다(Astleitner, 

2000). 최근 감성 련 심리, 교육, 기술 등의 발 으로 생태학  에서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할 수 있는 학습환경 설계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Goodyear, 2011; Seif El-Nasr et al., 2011). 이러닝 설계자를 포함하는 

모든 설계자들은 인지  측면에 한 고려와 동시에 학습자의 감성을 유발

하는 감성  어포던스에 기반하여 학습환경을 설계  개발해야 하는 책무

를 지니게 된다. 

  Astleitner(2000)의 연구를 시작으로 몇몇 학자들이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으로 민감한 교수(emotionally sensitive instruction)를 해 학습활동 동

안 부정 감성은 낮추고 정 감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략을 제안하 다. 

Astleitner(2000)는 감성에 향을 미치는 이러닝 교수 략을 심으로 다음

과 같은 감성 교수설계모형(emotional design of instruction, EDI)을 제안하

다.  

[그림 Ⅱ-13] Astleitner(2000)의 감성 교수설계모형

  이상의 EDI모형은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에 따라 교수 략을 계획, 

설계, 실행, 평가하는 체제  단계를 거치는 선형 (linear) 형태로 이루어

져있다. 교수․학습맥락에서 감성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감성 략을 설계  개발한 다음 실행하고 이후 평가와 성찰의 과정을 거

친다. EDI와 같은 감성 교수설계모형은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자의 감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성별 교수 략을 실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stleitner(2000)는 FEASP(fear, envy, anger, sympathy, pleasure) 근을 통

해 개별 감성을 규정하고 각 감성에 한 구체 인 교수 략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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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교수 략  시 

두려움 
억제 

F1 학습성공 확신시키기 검증된 동기  인지 략 활용하기 

F2 학습 실수/실패를 학습기회로 
받아들이기 

학생들의 학습실패, 기 , 오류에 한 
이유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F3 안도감 유발하기/ 편안한 환경 조성하기 근육이완, 이미 리, 스트 스 훈련, 명상 
등을 용하기 

F4 비 이나, 정  시각을 유지하기 비  사고뿐만 아니라 정  측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시기심 
억제 

E1 규 지향평가(상 평가)보다는 
목표지향평가( 평가) 실시하기 

개인의 학습이력을 보여주기 

E2 일 되고 공정한 평가  채  실시하기 채 에 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기 

E3 실제성과 개방성 증진하기 사  정보를 나  수 있는 게시  
설치하기 

E4 공정한 기회와 권한 부여하기 사 인 것에 해 체 공개 는 체 
비공개 채택하기 

분노 
억제 

A1 분노 통제 지원하기 수를 거꾸로 세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노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기 

A2 다양한  보여주기 하나의 문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시범보이기 

A3 분노를 건설  방식으로 표 하도록 
돕기  

인간 문제해결 필요할 때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A4 폭력은  보여주지도 용납하지 않기 인 제스처 피하기 

유 감 
증진 

S1 계 강화시키기 동료 간 서로의 친구와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기  

S2 활발한 상호작용 지원하기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기 

S3 력  학습구조 형성하기 동을 한 집단 담구를 활용하기 

S4 동료 도움 로그램 실행하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극 도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즐거움 
증진 

P1 안녕감(well-being) 제공하기 미래에 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P2 열린 학습 기회 제공하기 자기교수․학습을 활용하기 

P3 유머 사용하기 웃기는 만화를 학생들과 만들기 

P4 놀이같은 활동 제공하기 시뮬 이션 기반 학습게임을 활용하기 

다. 

 <표 Ⅱ-16>  FEASP 략  시(Astleitner, 2000) 

  FEASP 근에서 제시하는 감성에는 부정 감성인 두려움, 시기심, 분노와 

정 감성인 유 감, 즐거움이 있다. 두려움은 인 학습 상황을 느끼

는 부정 감성이고, 시기심은 타인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생기

는 부정 감성이며, 분노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부정 감성이다. 유 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감성을 함께 느끼는 정 감성이고 즐거움은 

극 으로 학습 참여와 성취를 이끌어내는 정 감성이다. Astleitner와 

Leutner(2000) 그리고 김혜온(2007)은 Astleitner(2000)의 FEASP 근법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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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기술  구  방안 

Astleitner & Leutner(2000) 김혜온(2007) 

두려움 

억제 

� 인지학습 설계, 인지  도구 

� Q&A

� 성공 통계 

� 멀티미디어 훈련 

� 두려움, 불안감을 억제를 한 흥미로운 학습게임 제공 

� 학습 기의 두려움을 덜어 주기 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인트로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활용    

� 다양한 수 의 학습내용을 제공하여 선택권 부여  

� 실수, 오류를 학습을 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Q&A 

활용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긴장이완 훈련 로그램 제공 

시기심 

억제

� 학습자 진도 추   

� 로그램화된 평가  피드백 

� 개인 정보 게시  

� 원칙기반 권한 부여 

�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학습진도와 같은 내  

거나 학습목표와 비교 

� 학습 진도 는 학습이력을 보여주는 도구나 학습 진행에 

한 피드백을 제공

� 자신을 게시 에 소개하여 개방 인 환경 반  

분노 

억제 

� 분노 버튼  도움 옵션

� 웹링크 자료 

� 비폭력  행동 

� 동기설계 

� 분노하거나 좌 하지 않도록 학습자 수 에 맞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다운로드나 로그인과 같은 가장 기본  기술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함  

� 학습자가 체 인 로그램 흐름에 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도구 제공함 

� 연습문제에 한 피드백에서도 사소한 실수는 그냥 넘어

가는 것이 학습자가 분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유 감 

증진 

� 동시 /비동시  의사소통도구 

� 공감  의사소통 

� 력  학습도구 

� 소셜네트워크 

� 학습자 간의 계 형성을 해 실시간(채 , 화상회의)  

비실시간(이메일, 토론방)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

� 동과제  지원 소 트웨어를 제공

�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  

즐거움 

증진 

� 사용자친화  인터페이스 설계 

� 가상 교실 

� 이야기/만화/카툰 생성 시스템

� 학습게임 

� 가상교실을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 격려함  

� 흥미로운 내용의 시뮬 이션 게임이나 교육용 게임 등을 

활용 

섯 가지 감성에 해 활성 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구체 인 기술  설

계방안을 제시하 다. 

<표 Ⅱ-17>  FEASP 근을 한 기술  구 방안 

  Astleitner와 Leutner(2000)는 분노 억제를 한 분노 버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 는데 이는 Schank(1994)의 버튼 이론에 근간을 둔 것이다. 

Schank(1994)는 학습자 감성을 알아내기 해 컴퓨터와 효과 으로 상호작

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버튼을 제안, 느낌/질문/통제(feeling, question, 

control)의 3가지 메시지 그룹 속에 멋있어(awesome), 지루해요(boring), 이

럴 수가(no way), 어...(huh), 어려워요(too hard)의 5가지 버튼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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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버튼/이모티콘 종류 피드백 설계방안 

김동식

(1998) 

멋져요!(학습콘텐츠에 만족함) � 학습흥미 유발원인 진단 

지루해요!(학습콘텐츠에 흥미나 

심없음)

� 학습자료의 난이도, 속도 조  

� 따분함 유발 원인 규명 

이럴수가!(학습콘텐츠에 한 불

신감이나 당혹감)

� 학습내용의 원리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의 필요

성 느끼도록 함 

어...!(학습과정에서 혼란/혼동감)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문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단서 제공 

어려워요!(논리  추론 불가)
� 보다 쉬운 수 의 학습자료 제시, 세분화된 간단

계의 설명 필요, 사  학습자료의 복습 

이승미

, 

송기상

(2007) 

지루해요(내용이나 방법에 흥미

나 심이 없을 경우 선택)

� 학습자료의 난이도  속도조  

� 따분함을 야기하는 상황에 한 원인 규명 

� 학습자가 조작가능한 콘텐츠 제공 

� 학습 련 퀴즈나 문제풀이 제공 

재 어요(내용이 어렵지 않으며 

개념을 이해했을 경우 선택 )

� 학습자료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설계자에게 달 

� 유사한 형태의 는 좀더 높은 수 의 콘텐츠 제공 

쉬워요(내용이 어렵지 않으며 개

념을 이해했을 경우 선택) 

�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좀 더 높은 수 의 콘텐츠 제공 

어려워요( 재 학습과의 논리  

비약이 심하거나 후 내용으로 

논리  추론이 어려울 때 선택)

� 보다 쉬운 수 의 학습자료 제시 

� 사  학습 자료의 복습 

� 동일한 학습 내용으로 다른 형태의 콘텐츠 제공 

궁 해요( 재 학습 인 내용에 

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련 

정보 제공을 원할 때 선택)

� 내용에 련된 보충  내용이나 보다 자세한 정도

를 제공 

유은

(2009) 

재 어요, 지루해요, 기 돼요, 

걱정돼요, 짜증나요

� 애니메이션(텍스트 포함) 팝업 창으로 감성  피드

백(칭찬, 공감, 격려 등)을  제시 

황 숙

(2011) 

피곤하다, 졸리다, 지루하다, 

하기싫다

� 문화콘텐츠(음악, 동 상, 애니메이션, 스트 칭, 

Art 등)를 제공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생각을 표 할 수 있게 하 다. 감성표  

버튼은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감성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정서  피드백 

는 처방을 받을 수 있어 학습성취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이승

미, 송기상, 2007). 다음 <표 Ⅱ-18>은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유형에 

따른 피드백 설계방안에 한 련 연구를 종합한 결과이다. 

<표 Ⅱ-18>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피드백 설계방안 

  

  이모티콘은 학습  발생한 학습자 자신의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

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표 하며 조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

의 상호작용  학습의욕을 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가능하다(김

경, 김동식, 2003; 박태정 외, 2012). 다음 [그림 Ⅱ-14]는 박태정 외(2012)가 



- 78 -

개발한 디지털교과서 커뮤니 이션 환경에 용한 이모티콘 지원도구 실행

차를 보여 다. 2차원 원형 스펙트럼 모양의 이모티콘 지원도구는 여섯 

가지 감성유형과 세 단계 감성강도를 양축으로 하는 6x3 감성매트릭스(행

복-기쁨-평온, 깜짝놀람-놀람-심란, 비통-슬픔-수심, 분노-화-짜증, 공포-

두려움-불안, 증오- 오-지루함)를 토 로 감성별 해당하는 텍스트, 이미

지,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1단계] 지원도구 실행 [2단계] 이모티콘 선택 [3단계] 이모티콘 입력

⇨ ⇨

[그림 Ⅱ-14]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 도구 실행 차

(박태정 외, 2012, p. 214)

  O'Regan(2003)은 이러닝 학습자는 흥분, 자신감, 좌 감, 두려움, 불안, 

걱정, 수치심, 당황 등의 다양한 감성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 감성을 높

이고 부정 감성을 낮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반면, 

Quinn(2006)에 따르면 이러닝 환경의 비동시  독립  환경은 물리  

(touch)의 부족으로 감성 요소 한 지원방안이 필수 이므로 감성 교수 

설계를 통해 이러닝을 재미있는 놀이와 같이 설계할 것을 제안하 다. 

O'Regan(2003)은 호주 성인 학습자 11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정 감성을 

최소화, 정 감성을 최 화할 때 학습이 확 된다고 여기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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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감성 설계 략을 제안하 다.  

� 믿을 수 있고 근  사용가능한 테크놀로지 

� 명확하고 외 인 교수 

� 사이트 업데이트 

� 학습자료의 구조와 학습경로 확인  이동을 한 콘텐츠 

� 토론 참여 유도  안내 

�  게시에 한 신속한 알림 

� 서로의 심사를 공유 

� 온라인 화상 화 

� 험감수하며 도 할 수 있도록 지원  

� 명확한 평가기

  반면, Quinn(2006)은 불안하지 않을 때 심층학습이 일어난다는 을 고려

하여 이러닝 환경에서 더 깊은 인지처리과정을 해서 감성  역에 한 

설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 학습자가 학습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 학습목표 제시 에 주의집 과 감성  반응을 자극할 수 있는 

비활동(Warm-Up)을 제공하라 

- 해당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정  측면을 강조

- 유머러스한 비디오, 만화 등을 제공

- 배울 지식, 기술 등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

� 학습  한 시기에 학습자의 감성을 평가하라  

� 다음 발생할 것에 해 상하며 기 할 수 있도록 하라(다음에 뭐

가 나오는지, 쉬운지, 어려운지, 재미있는지 등)

� 사례와 연습문제에 사용되는 스토리의 재미요소를 설계하라

� 학습경험을 통한 인지  혜택뿐만 아니라 감성  혜택을 고려하라

�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라 

� 동료들의 우수사례를 제공하라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시키기 한  다른 감성 교수이

론으로 Glaeser-Zikuda 외(2005)가 제안한 ECOLE(emoti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learning) 근법이 있다. 이 근법은 상호작용  이러닝 환경

을 개발하기 해 학습자의 정  감성 증진시키고 부정  감성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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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근거 교수 략 감성 결과 

자기조 학습자 심의 교수  

⇒

안녕감 

증진 

즐거움 

증진 

만족감 

증진 

재미 

증진

걱정 

감소 

지루함 

감소 ⇒

성취 

증진 학습자 능동성 

역량 요구의 투명성 

개별  피드백 

사회  상호

작용 

력  활동

놀이와 유사한 활동 

구조 명백하게 구조화된 교수와 수업 자료 

가치 일상으로 이시킬 수 있는 실제  과

제 

킬 수 있는 교수 략을 보여 다. ECOLE 근법은 학습자 감성에 한 교

수 략의 교육  근거로 자기조 , 역량, 사회  구조, 구조, 가치를 제안

하 다. 이러한 ECOLE 근법의 교육  근거에 기반 한 교수 략과 교수

략으로 인한 감성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19>와 같다. 

<표 Ⅱ-19> ECOLE 근법(Glaser-Zikuda et al., 2005)

  Rowe(2005)는 심층학습을 해 동료학습자  교사와의 깊은 계성(유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 감성 이러닝 환경 설계를 한 열 개의 교수

략을 개발하 다(<표 Ⅱ-20> 참조). 이는 학업감성을 세 가지 학습 맥락 

- 교수자와 맺게 되는 계(connection), 성인학습자가 학습을 하여 시간

과 에 지와 노력의 균형(balance), 코스의 진행(movement) - 에 따라 정 

감성을 높이고 부정 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수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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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도 감성 교수 략 

원칙1. 계

(Connection) 

안도감, 편안함, 

믿음, 희망, 친근

감, 조화, 인간미, 

감성  지원/보살

핌/몰입, 안 감 

등의 정 감성 

증진 

고립감, 분노, 좌

감, 괴로움 등의 

부정 감성억제 

략 1. 교사의 기(Teacher Biography): 인간미 넘치는 온

라인 환경을 해 교사는 학생에게 개인  이야기

를 공개하라(조화, 공감, 편안함, 희망, 믿음, 친근

감, 인간미, 만족감, 지원/보살핌, 안정감 높이고 

불안, 두려움, 좌 감 낮춤)  

략 2. 인간미(Humanize):  개별 학습자의 인간 인 면을 

기억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라(지원/보살핌

/몰입, 안정감, 인간미, 편안함, 희망은 높이고 괴

로움, 분리감은 낮춤)

략 3. 동시  의사소통: 가능하다면 주 1회 실시간 상호

작용 ( . 면 면, 화, 채 , 화상회의) 제공하라

(자신감, 지원/보살핌, 격려, 즐거움, 재미, 믿음, 안

정감을 높임) 

략 4. 개인화된 피드백:  학생의 과제에 한 개별 이고 

세부 인 피드백을 제공하라(자신감, 자립감을 높

이고 고립감, 분리감 낮춤)  

략 5. 주간 업데이트: 메일 혹은 게시 을 통하여 학습자

가 과제 제출기일, 교수자 연락가능 시간, 새 소식 

등을 공지하라(보살핌, 만족감, 실재감을 높이고 

외로움, 고립감을 낮춤) 

략 6. 학습자-학습자 간 계성: 토론, 포럼 등으로  학

습자간 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보살핌/지원을 

높이고 외로움, 고립감을 낮춤) 

원칙2. 균형

(Balance)  

편안함, 기 감, 

유 감 등의 정 

감성 증진 

압박감, 좌 감. 

분노, 불안감, 걱

정, 두려움, 무서

움, 분함 등의 부

정 감성 감소  

략 7. 융통성과 책임감의 균형: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습을 한 시공간 리 략, 정보 리 략, 컴

퓨터 활용 략, 력 과제 등에 해 안내하라(편

안감, 희망, 동정심을 높이고 압박감, 불안감, 좌

감, 분함, 걱정, 무서움을 낮춤) 

략 8. 경계 내 유연성, 개방성: 과제 제출 기일을 좀 넘

기더라도 학생의 상황에 한 이야기를 듣고 일정

기간 연장시켜주어라. (동료애를 높이고 생기없음, 

속상함을 낮춤)  

원칙3. 진행

(Movement) 

편안함, 안도감, 

공감, 자유로움, 

자립심, 만족감 등 

정 감성 증진 

무기력함, 분노, 

고립감, 불안감, 

좌 감 등 부정 

감성 감소 

략 9. 개인화된 피드백 기 :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려주어라(안도감, 편안

함, 공감, 자유로움, 성취감, 평화로움, 자립심, 자

신감을 높이고, 양면성, 익명성, 좌 감, 불안감 낮

춤) 

략 10. 학습자 진척: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상황을 알

아내기 하여 하고 도울 수 있게 하라. (독립

심, 만족감을 높이고 고립감을 낮춤) 

  <표 Ⅱ-20> 온라인 학습자 경험 감성별 교수 략(Row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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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 활동 잠재 감성 

단계 1. 

안정감

(safety)

험감수  다양한 

사고방식을 진할 

수 있는 안 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 

�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진하고 안정감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기 

� 규칙(네티켓) 수와 

안정감을 해 의사소통 

감독하기 

안정감, 지지, 

수용 

단계 2: 

도 감

(challenge) 

비 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 자신의 일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연습활동 소개하기 

안정되고 

지지하고 

수용 인 

맥락에서 

인지  

불균형감, 혼동, 

불안, 좌 감 

단계 3:  

새로운 생각 

방식

(new thinking)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세계 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 안  지식이나 세계  

소개하기 

‘아하’ 통찰, 

흥분

단계 4. 

통합

(consolidation)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고 

더 깊은 이해를 진하는 

학습상황 제공하기 

새로운 인지  

균형감, 만족감 

  MacFadden(2005)은 건설  학습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 감성과 

부정 감성 모두 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감성조 을 한 

략을 세 단계-안정감 구축하기, 도 감 제공하기,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제시하 다.  

  <표 Ⅱ-21> 감성 기반 온라인 교수모형(MacFadden, 2005)

  이상의 학습단계를 고려하여 MacFadden 외(2005)는 학습자 감성을 강조

하는 웹기반 수업을 한 여덟 가지 구조  구성요소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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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잠재 감성 

구성요소 1. 의사소통  네티켓 규칙 포함 
유 감, 즐거움, 편안함을 증진시키고 

두려움, 시기심, 분노를 감소시킴 

구성요소 2. 개인 정보  사진 올릴 수 있는 

자  공간 제공  
계성, 공감, 안도감, 유 감을 높임  

구성요소 3. 기술 훈련을 한 과제물 

부여( 를 들면 웹 근, 

학습화면구성, 네비게이션, 

이메일  등) 

좌 감,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 

분노를 낮추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높임 

구성요소 4. 인간 지원(직 이고 

시의 한 도움과 의사소통)   

두려움, 분노, 시기심을 낮추고 유 감, 

즐거움을 높임 

구성요소 5. 소그룹 공간( 체공개 게시 에 

의견을 올리기  소그룹  

게시 에  먼  의견 나  수 

있도록 함)  

유 감을 높이고 두려움과 분노는 낮춤 

구성요소 6. 개별  그룹 과제물    
성취감(개별 과제물)  유 감(그룹 

과제물)을 높임

구성요소 7. 시의 한 피드백(격려, 보상 

등) 
즐거움, 성취감을 높임  

구성요소 8. 코스 콘텐츠 (재미있는 사례, 

유머, 카툰, 연습문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즐거움을 높이고 두려움을 낮춤 

<표 Ⅱ-22> 감성 기반 웹기반 수업의 구성요소(MacFadden et al., 2005) 

  추가 으로 MacFadden 외(2005)는 온라인 감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으로  통  수업에서 안정감을 주는 비언어  단서를 토 로 특

정 감성을 나타내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나 얼굴모양의 이모티콘 바

(emoticon bar)와 감성 호 기술(emotional bracketing techniques)을 제시

하 다. 감성 호 기술은 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성을 편히 기술하는 

이테라피(e-therapy)의 한 방식으로 온라인 상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

하고 지원 계를 형성하기 해 개발되었다(Collie, Mitchell, & Murphy, 

2000). 

  외국어를 학습할 때 느끼게 되는 이러닝 학습자의 불안감과 련된 연구

를 수행한 김주혜(2007)에 따르면, 불안감은 학습의욕을 감퇴시키고 학습을 

도에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고 심리  안정감

과 친 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음 <표 Ⅱ-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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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불안감 유발 요인 불안감 극복 방안 

콘텐츠

과도한  수업량에 한 

불안감

� 수업목표를 수행의 형태로 구체 으로 

진술  한정(집 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높은 내용 수 에 기인한 

불안감 

� 교수내용을 계열화시킬 때 일반 자료와 

심화 학습자료를 선별하여 명시(수 별로 

제시-학습자가 수 에 맞게 선정)

과제나 평가에 한 

인내가 부족할 때 느끼는 

불안감 

� 과제제출일 직 에 과제에 해 안내하기 

보다는 학기  강의 첫 페이지에 과제나 

평가에 한 안내를 자세하게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제출기간, 내용, 

제출 일형식, 제출방식, 수공개여부, 

피드백 여부 등)

원어민 교수자에 한 

불안감 

� 자동반복, 속도조 , 한국인 튜터(콘텐츠, 

기술측면 질문 처리)

달체제

컴퓨터 

사용능력(하드웨어)에 

기인한불안감 

�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  과목별로 

학습용 오리엔테이션 동 상 제작하여 

컴퓨터 사용방법을 한 단계식 동 상으로 

미리보고 공부 

컴퓨터사용능력(소 트웨

어)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 과목별로 필요한 소 트웨어 로그램 

안내하고 설치방법이나 기  자세히 

알려 (FAQ), 모의테스트 실시(시험  

실시 )

네트워크에 한 불안감 � 단계별 자동 장시스템 

솔루션에 한 불안감 � 이러닝 강의 맛보기 로그램 제공

경 행정

운 체제

교수자에 한 불안감 

� 래포 형성하고 정 , 극  

학습분 기를 해 자유로운 게시  

분 기 조성하여 상호작용 극 화(개인  

심, 친 한  형태 피드백, 질 인 

피드백) 

� 자기주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진자, 상담자 역할 수행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불안감

� 과목별 오 라인 모임, 게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음성/동 상)

<표 Ⅱ-23> 이러닝 학습자의 불안감 극복 방안(김주혜, 2007) 

 

  이상의 감성 교수설계 연구들은 부분 정 감성을 증진시키고 부정 감

성을 억제시키기 한 교수 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감성을 고려

한 이러닝 설계를 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성  몰입(emotional 

engagement), 감성  실재감(emotional presence), 감성  연결(emotional 

connection) 등이 있다. 감성  몰입(emotional engagement)은 학습자가 학

습에 극 으로 참여하며 느끼는 정  감성 상태(이학수, 도 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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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요인 연구

감성  

몰입  

� 실제 세계와의 련성 
Herrington, Oliver와 

Reeves(2003) 

� 목표설정 
Sha, Looi, Chen과 Zhang 
(2012)

� 게임  시뮬 이션  

이학수와 도 임(2012), Bulger,  

Mayer와 Almeroth(2006), 

Conrad와 Donaldson(2004) 

감성  

실재감 

� 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캐릭터와 진 멘트를 

제공
정미정(2005)

� 자신의 감성을 언어 /비언어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상에 한 공유를 통해 

동료학습자들과의 감성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략 

강명희(2005), 강명희 외(2011). 

� 반복 인 구두 , 두드러지는 문자, 이모티콘 

등으로 감성표   

� 아이러니, 풍자 등을 이용한 유머 사용  

� 개인 인 것을 공개하는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  

Garrison 외(2000), Rourke 

외(2001) 

� 유사언어(paralanguage) 사용 

� 감성 는 가치 표  어휘 사용 유머 사용 

� 자아개방성 

Swan(2002) 

� 이모티콘 활용 Cobb(2009) 

� 교육용 에이 트 활용 이인숙과 임정훈(2005)

Reeve et al., 2004)로써 학습에 한 의욕, 열정, 흥미 등 정  학습태도

를 향상시킨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3; Handelsman, Briggs, 

Sullivan, & Towler, 2005). 감성  실재감은 학습콘텐츠, 기술, 학습자, 교

수자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개인의 감성 상태에 한 인식, 표   

리 정도(강명희, 2005;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Rourke, 

Garrison, & Archer, 2001; Swan, 2002)으로 학습자의 감성  반응뿐만 아

니라 온라인 학습경험을 확장시켜주고(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기억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친다(김지심, 강명희, 2010). 특히, 교육

 에이 트가 부여하는 감성  실재감은 감성  친 감과 사교  계를 

형성하여 이러닝 력학습 환경에서 인 간 상호작용을 진시키고 학습

을 신장시킨다(이인숙, 임정훈, 2005)

<표 Ⅱ-24>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몰입  실재감 증진을 한 설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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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정 감성 는 응

 감성을 증 시키고 학습자의 몰입에 방해되는 부정 감성 는 부 응  

감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학습환경 설계를 한 토 가 될 수 있다. 기존

의 이러닝 설계 련 연구는 이러닝 련 기술, 인지  효과성에 집 되었

지만 이러닝 학습자의 주  학습 경험  감성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 다(I. Lee, 2012). 작은 감성  경험이라도 학습자의 정보처리 등의 

인지  측면에 크게 향을 끼치므로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요인을 고려

하는 것이 필수 이다(김혜온, 2007). 감성 없이 공부하는 것 보다는 감성

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심도깊은 학습을 이끌 수 있으므로 감성  어포던

스와 같은 이러닝 환경의 감성  단서를 통해 콘텐츠  타인과의 감성  

연결(emotional connection)을 형성하는 것은 학습에 매우 요하다(Kelly, 

2010). 학습자의 감성 경험에 한 고려는 개별화된 교수․학습 설계  상

호작용 인 이러닝 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Jones & Issroff, 

2005). 감성  측면을 고려한 교수설계요인  략을 이러닝 환경 설계 

시 극 반 한다면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자의 부정 감

성을 최소화하고 정 감성을 최 화하여 학습에 정  효과를 가져다  

수 있다.   

 

다. 감성공학 분야에서의 이러닝 감성 기술설계    

  지 까지의 이러닝 설계에 있어서는 자료와 정보의 제시 등 인지  차원

에 치 하여 감성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닝과 같은 컴퓨터 

기반 학습은 면 면 학습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유발 감성

에 향을 직․간 으로 받기 때문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이러닝 환경을 

설계  개발하기 해서는 교수설계자뿐만 아니라 이러닝 시스템 개발자, 

로그래머, 웹디자이 , 시각디자이 , 정보디자이  등이 학습자 감성 경

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Zurloni et al., 2008). 교수설계 연구 역에서 

감성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러닝 분야에서 감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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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이에 학습자의 감성을 시하는 하는 이

러닝 설계  개발에 있어 감성공학  근 방법을 극 수용할 필요가 있

다(한정혜, 조미헌, 2002). 

  감성공학은 기존의 어떤 특정한 한 학문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

기보다는 컴퓨터공학, 인간공학, 심리학, 정보과학, 인지과학, 디자인, 생리

학, 뇌과학, 의학, 철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 역과 첩되는 다학제  분

야이다(Goldstein, 2007; Scherer, Bänziger, & Roesch, 2010). 주된 감성컴퓨

 연구 역은 감성 매카니즘, 감성 신호 캡쳐, 감성 패턴 인식, 감성 모델

링, 감성 이해, 표 , 달 등이며, 감성컴퓨 의 최종 목표는 인간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반응할 수 있는 감성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하여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 간의 감성  상호작용을 수행을 개선하는 것이

다(Roth, Patterson, & Mumaw, 2002; Wu, Wang, & Chu, 2009). 지 까지

의 제품 설계  개발이 제품 자체의 성능과 품질 개선에 집 한 반면에 

감성공학은 제품을 사용하는 인간에 을 두고 그들의 감성을 반 하고

자 한다(정병용, 2012; 한 희, 2004; Kurvinen, 2004). 일본에서는 ‘Kansei 

Engineering’이라는 용어를 통해 감성공학의 이론  기 를 제시하고 있

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지공학을 발   응용한 학문분야로 감성공학

을 해석하고 있다(이순요, 1994). 감성공학 분야에서 감성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철학 분야와 다요소를 포 하는 상  

개념으로 정의내리는 심리학 분야와는 다르게 물리  외부 자극으로 인해 

유발되는 복합 인 심리 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닝은 컴퓨터 로그램을 구축을 필요로 하기에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기술을 요구한다(Horton, 2012). 최근 감성컴퓨 (affective computing 는 

emotional computing),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등의 발 으로 인

해 컴퓨터 기반 학습에 있어 감성 설계에 있어 기술  측면에 한 고려가 

가능하게 되었다(Zurlon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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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성컴퓨  

  통  면 면 학습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얼굴표정, 몸짓, 맞춤, 

목소리 등으로 감성 상태를 인식하여 이에 해 한 처방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이러닝 환경에서는 교수자와의 비면 면 환경이므로 

시스템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성컴퓨 으로 시

스템이 사용자 감성인식을 통해 감성 유형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거

나, 피드백, 도움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해 을 두고 연구한다(Reilly et 

al., 2012). 감성컴퓨 은 컴퓨터공학과 감성공학의 결합(Scherer, Bänziger, 

& Roesch, 2010)으로  감성지능을 가진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감성을 인식하여 그에 해 반응을 보이고 감성조 을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에 해 집 으로 연구하는 감성공학의 한 역이다(De Angeli & 

Johnson, 2004; Picard, 1997). 다시 말해,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를 통해 인

간의 감성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컴퓨터 에이 트 는 로 의 얼굴표정, 

제스처, 목소리, 텍스트 등으로 인간에게 감성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성컴

퓨 이다(Sebe, Cohen, & Huang, 2004). 

  감성컴퓨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감성이론은 다차원  Russell(1980)

의 원형(circumplex) 모형이다. 이 모형에 기반하여 Kort, Reilly과 

Picard(2001)는 학습과정에 표 되는 감성을 보여주는 4사분면 모형(four 

quadrant learning spiral model)을 개발하 고 MIT 미디어랩의 감성지능형 

로  ‘Kismet’의 개발을 해 Breazeal과 Brooks(2005)는 3차원 감성상태 

공간 모형을 제안하 다. Kort 외(2001)는 학습자들이 나선형으로 이동하면

서 변화하는 감성을 제시하는 4사분면 학습 나선형 모형을 제안하 다. 1

사분면에서는 학습자가 정  감성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2사분면에서는 

부정  감성으로 지식을 구성한다. 학습자가 실패를 거듭하면 부정  감성

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3사분면으로 이동하고 오개념이 사라지면 학

습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성  감성으로 바 다. 이러한 순환은 반복 으

로 이루어진다. 감성상태 공간을 나  Breazeal과 Brooks(2005)는 감성지능



- 89 -

4사분면 학습 나선형 모형
(Kort, Reily, & Picard, 2001, p. 2)

감성상태공간 모형
(Breazeal & Brooks, 2005, p. 10)

형 로 인 Kismet이 지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 를 악하고 이

에 한 6가지 정도의 감성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카메

라를 통한 상의 외부 입력에 따른 내부 변화로 인해 감성이 향을 받게 

되는데 이 감성을 정의하기 해 3차원상의 감성상태 공간을 제시하 다.

<표 Ⅱ-25> 감성컴퓨  분야 감성모형 

  이상의 감성모형은 학습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에 한 감성

 반응하는 지능형 교수 시스템과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설계  개발 

시 리 활용되고 있다.  

  감성컴퓨 의 소개로 감성을 유도하고 그것의 학습효과를 증명하는 연구

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성이 인지능력을 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에

서 감성 설계요소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Frasson & Chalfoun, 

2010). 감성컴퓨  패러다임의 등장  발 으로 인해 컴퓨터 기반 학습에 

있어 감성 설계에 한 실제 인 고려가 가능하게 되었다(Zurloni et al., 

2008). 감성컴퓨 은 인간의 감성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스템의 구 을 

목 으로 하는 컴퓨터공학을 의미한다(Picard, 1997). 텍스트, 오디오, 비디

오를 통해 인간의 감성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에이 트 는 로 의 얼굴표

정, 목소리, 텍스트 등으로 인간에게 감성 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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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 이다(Sebe, Cohen, & Huang, 2004). 감성컴퓨  연구들은 인간이 사

용하는 컴퓨터를 생명체와 같이 만들고 인간과 이음새 없는(seamless)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해서는 컴퓨터에 감성지능을 부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Ortony, Norman, & Revelle, 2005; Rodrigo & De 

Baker, 2011). 컴퓨터 로그램을 구축을 기반으로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기

술을 요구하는 이러닝(Horton, 2012)은 감성컴퓨  연구결과를 극 활용하

여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자인 학습자의 감성을 인식하여 감성별 합한 피

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감성컴퓨 과 같은 감성기술의 발 으로 상호작용이 풍부하고 인간화된 

학습환경이 개발가능함에 따라 면 면 학습환경과 웹기반 학습환경의 차이

가 속도로 사라져 이러닝은 핵심 교육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Masum 

& Ishizuka, 2005; Wentling et al., 2000). 이러닝 련  감성컴퓨  연구는 

학습환경이 학습자의 감성에 강력한 향력을 지닌다는 (Rodrigo & De 

Baker, 2011)과 학습자의 감성이 학습에 지 한 향력을 미친다는 

(D’Mello & Calvo, 2011; Kort et al., 2001; Leontidi, Halatsis, & 

Grigoriadou, 2011; Picard et al.., 2004)을 과학 으로 입증하고 있다. 감성

컴퓨  연구자는 컴퓨터에 감성지능을 부여하기 한 지능형 교수 시스템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애니메이티드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animated pedagogical agent system) 등의 이러닝 시스템의 설계  개발

을 제안한다(Scherer, Bänziger, & Roesch, 2010). 지능형 교수 시스템 연구

는 인공감성지능 기반으로 학습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 동안 학습자의 감

성과 태도에 응 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데 주된 

심이 있다(Arroyo et al., 2007; Conati, 2002; Conati & Maclaren, 2009; 

D’Mello, Craig, Witherspoon, McDaniel, & Graesser, 2008; Graesser et 

al., 2005; Gratch & Marsella, 2004; Kort, Reilly, & Picard, 2001; Lepper, 

& Woolverton, 2002; McQuiggan & Lester, 2007; Porayska-Pomsta, 

Mavrikis, & Pain, 2008). 반면,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연구는 에이 트에 

교수자와 문가 외에도 진자, 부모, 카운슬러, 친구, 엔터테이 , 코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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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팬 등의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학습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기

반으로 감성조 을 증진시키는 데 그 주된 목 이 있다(Baylor & Kim, 

2004; Lepper & Woolverton, 2002; Lester et al., 1997; Maldonado et al., 

2005). 지능형 교수 시스템은 에이 트 인터페이스를 주로 활용하므로 다

음 <표 Ⅱ-26>에서 볼 수 있듯이 지능형 교수 시스템과 애니메이티드 교육

용 에이 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거의 유사하다.  

<표 Ⅱ-26> 감성 고려 지능형 교수 시스템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개발 사례 

AutoTutor 지능형 교수 시스템(D’Mello & 

Graesser, 2012, p. 12) 

EER 애니메이티드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Zakharov et al., 2008, p. 24) 

  지능형 교수 시스템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역에서는 학습자의 감

성인식방법과 그에 한 감성  피드백 설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되고 있다. 감성컴퓨 의 목 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감성을 인지하고 

이해하여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자유롭고 활기 넘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Tian et al., 2011). 이러닝 련 감성컴퓨 은 얼굴표정, 반유

사언어  특징, 생리  표 , 맥락  단서 등을 통해 학습자의 감성을 인식

하여 그에 반응하는 감성에 민감한 학습환경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D’Mello & Calvo, 2011). 감성인식  반응을 해서는 감성측정이 

필수 인데 이를 해 얼굴표정, 뇌 , 자기보고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다(한 희, 2004; Anolli et al., 2005; Conati & Maclaren, 2009; Co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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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성측정방식

자기보고(심리 )
질문지, 사고구술기법, 감성보고 버튼 

인터페이스 등 

생체 신호 센서(생리 ) fMRI, PET, EEG, ECG, BVP, EMG, EDA 등  

신체 행동 센서(행동 ) , 얼굴, 발화, 몸짓 등

et al., 2001; D’Mello et al., 2008; Feidakis et al., 2011; Forbes-Riley & 

Litman, 2011; Maldonado et al., 2005; Picard et al., 2001; 

Porayska-Pomsta, Mavrikis, & Pain, 2008) 

<표 Ⅱ-27> 감성컴퓨 에서의 감성측정방식

  감성 인식방법이 발 을 거듭하고 있지만 감성컴퓨  역에서도 여 히 

자가보고 방식에 의존 이다(Fragopanagos & Taylor, 2005; Nitin, Rao, & 

Sivaraman, 2011). 그 이유는 자가보고 방식이 학습자의 개인  느낌, 내  

인식 등의 주 인 측면에 의존하지만 가장 간편하고 경제 이며 

신속하게 감성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기보고, 생체신호 센서, 신체 행동 센서 등의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해 

이러닝 시스템에서 느끼는 학습자 감성을 인식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인 정 감성에는 몰입(engagement), 즐거움(enjoyment, 

joy, delight 등), 자신감(pride) 등이 있고, 부정 감성으로는 

지루함(boredom), 좌 감(frustration), 혼동감(confusion) 등이 있다(Conati, 

2001; Craig et al., 2004; D'Mello et al., 2007; Rodrigo & De Baker, 2011; 

Shen et al., 2009). 그  즐거움, 지루함, 좌 감 등은 HCI(Cowie et al., 

2011)와 교육(Varlander, 2008) 역에서도 발견되는  주요 감성이다. 

일반 으로 지루함 등의 부정 감성은 부정  학습효과와 계가 있고 몰입 

등과 같은 정 감성은 정  학습효과를 이끈다(Craig et al., 2004). 

그러나 부정 감성  혼동감에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Graesser 

외(2008)와 D’Mello와 Calvo(2011)에 따르면, 혼동감은 오히려 목 달성 

장애, 모순, 불일치, 부정확, 이상 등에 직면했을 때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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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cognitive disequilibrium)를 진단하 으며, 학습자가 자기조 으로 

부정  감성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학습에 유익한 감성이라고 간주하 다. 

따라서 이러닝 시스템은 정 감성은 무조건 높이고 부정 감성은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학습에 한 감성을 유지  조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Graesser & McNamara, 2012).  

  최근 감성컴퓨  역에서는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감성조   

감성지능 련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닝 역에 감성지능형 이러닝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D'Mello & Graesser, 2007; Graesser & McNamara, 

2012; Picard, 1997). 이러한 시스템은 학습자의 감성조 을 해 인지  

평가 이론에 기 하여 학습자 감성의 원인을 밝  그에 따라 에이 트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되었다(Conati & Maclaren, 2009; Gratch & 

Marsella, 2004). 부정 감성과 정 감성은 단 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 안에 있으므로 무조건 정 감성을 높이고 부정 감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감성조 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개발이 

필요하다(Kort et al., 2001). 이러닝 환경은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을 

직 , 간 으로 훈련시켜 자기조 학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Graesser & McNamara, 2012). 다시 말해, 이러닝 환경은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을 해 감성(meta-emotion)인 감성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Azevedo, Johnson, Chauncey, & 

Graesser, 2011; Graesser & D’Mello, 2011). 

  감성컴퓨  분야 감성조  지원 시스템 설계에 한 연구는 학습자가 

감성을 조 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감성을 인식하고 그 

감성에 따라 반응하여 피드백 는 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설계 략을 

제안한다. 주로 지능형 교수 시스템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련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정  학습수행을 한 최 의 

감성상태를 유도하기 한 방안인 감성  피드백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러닝 시스템에서의 감성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에 

한 정  태도 향상을 한 감성  스캐폴딩과 학습자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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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과 인지, 감성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감  략을 

의미한다(Feidakis et al., 2011). 지능형 교수 시스템 는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련 연구는 학습자의 감성을 인식하여 감성에 따라 시스템의 

하고 공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감성(조 )을 한 

피드백은 감성에 따라 동 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래픽, 

게임 등 다른 콘텐츠 유형 제공(신민철 외., 2012; 홍승우, 2012; 황 숙, 

2011; Conati, 2011; Fragopanagos & Taylor, 2005; Nitin et al., 2011; Shen, 

Callaghan, & Shen, 2008; Shen, Wang, & Shen, 2009; Tian et al., 2011), 

속도, 난이도 등 조 (Fragopanagos & Taylor, 2005; Isen, 2000; Shen et 

al., 2008; 선택권 는 통제권 제공(Wang et al., 2008; Wang, Johnson, 

Rizzo, Shaw, & Mayer, 2005), 에이 트의 텍스트, 얼굴표정, 손짓, 몸짓, 

음성 등 는 이모티콘을 통한 공감  메시지 제공(박정 , 김인옥, 정상목 

외, 2008; Arroyo et al., 2007; Azevedo & Strain, 2011; Burleson, 2011; 

Conati & Maclaren, 2009; Frasson & Chalfoun, 2010; Grasser et al., 2008; 

Grasser & McNamara, 2012; Gratch & Marsella, 2004; Mao & Li, 2009; 

McQuiggan & Kester, 2007; Norman, 2007; Veletsianos, 2010; Tung & 

Deng, 2007; Wu, Wang, & Chu, 2009)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감성 반에 

걸쳐 일반 인 형태의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 으로 학습자 

감성 유형에 따라 최 화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여 감성조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감성 컴퓨  연구도 수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28>과 같다. 



- 95 -

감성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로그램 유형(연구)  

지루함 

� 에이 트 음성: “ 를 지루하게 하는 활동을 해 . 

지식을 얻으려면 가끔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해” 

� 에이 트 얼굴표정 순서: 걱정 ⇒  립 

아바타 에이 트 기반 컴퓨

터 보조 학습 로그램

(Chen et al., 2012) 

� 도 , 상호작용  시뮬 이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은 

재미요소를 반 한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과제, 주제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그들이 재미있어하

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라

지능형 교수 시스템

(D’Mello & Calvo, 2011) 

� 련 비디오, 음악을 제공함 

감성기반 학습추천 

지식에이 트 

시스템(홍승우, 2012)

좌 감 

�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라

� 경험은 명의 어머니이니 다음에 최선을 다 하라, 

최선을 다했으니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등의 

메시지를 제공하라 

교육용 에이 트 시스템

(Tian et al., 2011) 

� 상호작용을 진시키기 해 컴퓨터 게임과 도우미 

에이 트의 감성  피드백을 제공하라 

지능형 교수 시스템

(Frasson & Chalfoun, 2010) 

� 기분 환시켜  엔터테이  에이 트 제공 

교육용 에이 트  에이 트 

시스템(Masum & Ishizuka, 

2005).

� 안내된 이미 리, 음악, 이미지 등과 함께 공감  피

드백을 제공하라

지능형 교수 시스템

(Prendinger & Ishizuka, 

2005) 

두려움 

� 에이 트 음성 : “제가 두려워하니 나도 슬퍼. 그러

나 무 많이 걱정하지 마. 계속 공부해 “

� 에이 트 얼굴표정 순서: 슬픔 ⇒  두려움 ⇒ 립  

아바타 에이 트 기반 컴퓨

터 보조 학습 로그램

(Chen et al., 2012) 

불안감 � 설명하는 코디네이터 에이 트 제공 

교육용 에이 트  에이 트 

시스템(Masum & Ishizuka, 

2005).

기 감 � 명상 련 음악을 제공함

감성기반 학습추천 

지식에이 트 

시스템(홍승우, 2012)

즐거움 
� 에이 트 음성 : “네가 기뻐하니 나도 행복해” 

� 에이 트 얼굴표정 순서: 놀람 ⇒ 행복  

아바타 에이 트 기반 컴퓨

터 보조 학습 로그램

(Chen et al., 2012) 

만족감

� 칭찬하는 팬 에이 트 제공

교육용 에이 트  에이 트 

시스템(Masum & Ishizuka, 

2005).

� 에이 트 음성: “네가 만족스러워하니 나도 기쁘고 

고마워”

� 에이 트 얼굴표정 순서: 행복 

아바타 에이 트 기반 컴퓨

터 보조 학습 로그램

(Chen et al., 2012) 

자신감 

� 에이 트 음성: “ 단해. 제가 자신있어 하니 참 기

뻐” 

� 에이 트 얼굴표정 순서: 놀람 ⇒ 행복 

아바타 에이 트 기반 컴퓨

터 보조 학습 로그램

(Chen et al., 2012) 

<표 Ⅱ-28> 감성컴퓨  분야 감성 유형별 시스템 피드백 방안 

  

  이상의 감성컴퓨  분야 이러닝 시스템 련 연구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감성조 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략을 제안하고 있다. 

감성컴퓨 의 목할 만한 발 에 따라 이러닝 시스템이 인지  역량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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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감성 역량을 얻게 됨에 따라(Norman, 2004, 2007), 학습자의 

감성정보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감성조 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닝 환경의 

설계  개발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성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은 시스템 수행뿐만 아니라 학습수행을 향상시키는 요한 

설계요소이므로(Arroyo et al., 2007; D’Mello & Calvo, 2011; Forbes-Riley 

& Litman, 2011) 이러닝 환경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성과 그것의 교육  

가치를 제 로 이해하고 감성조 하며 즐거운 학습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닝 환경에서 지루함, 좌 감 등과 같은 학습자의 

부정 감성 상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도 요하지만 더 나아가 미리 

학습에 방해되는 감성 상태를 견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지능형 교수 시스템 련 연구는 학습  학습자의 감성을 

견하고 응 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D’Mello & Calvo, 2011; D’Mello et al., 2008; Graesser, Chipman, 

Haynes, & Olney, 2005; Lepper & Woolverton, 2002). 

  2)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이러닝 환경은 학습자가 컴퓨터와 더불어 학습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호작용을 악하여 학습자가 컴퓨터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이러닝 설계자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 분야에 해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HCI란 사

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컴퓨터시스템이 사람과 잘 어울려서 주어진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방법  차를 설계, 평가, 

구 하는 분야이다(Hewett et al., 1992). HCI에 한 연구는 컴퓨터공학, 웹 

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정보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인간공학, 인

지심리학,  인공지능, 언어학, 철학, 사회학, 커뮤니 이션학 등에 걸쳐 다

학제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Preece et al., 1994) 최근 그 요성이 높아짐

에 따라 독립  학문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김희철, 2006). HCI의 기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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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사용자에게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서 최 의 감성 경험 제공하는 것

이다. 사용에 한 만족감 는 즐거움을 높이고 좌 감 는 분노을 낮추

기 해서는 기본 으로 사용법에 쉽게 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Head, 1999; Juutinen & Saariluoma, 2010; O'Regan, 2003) 사용환경에 

한 통제가 수월해야 한다(Head, 1999; Tzvetanova, 2008; Weinschenk, 

2011).

  이러닝 학습자와 로그램 간의 최 의 상호작용을 해서는 HCI 분야

의 연구와도 상호긴 한 조 계가 이 져야 한다. HCI 분야에서는 감성

을 상호작용의 하나의 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Reeves & Nass, 

1996). 물론 HCI에서 감성이 구체 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는 

여 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요성에 해서는 충분한 공감

가 이루어져 있다. 컴퓨터의 특징과 다소 거리가 멀었던 인간의 감성에 

한 물리 , 심리  행 들이 최근 HCI에 있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

다(이혜리, 2009). 이처럼 HCI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하기 

해 인간의 인지과정 뿐만 아니라 감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차 높

아지고 있다(Brave & Nass, 2002).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등장한 감성인터페이스(emotional interface)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HCI는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게 하는 작업 환경을 말하

며,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  수단을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이동후, 2009). 훌륭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서는 제품의 개

념모델과 사용자의 멘탈모델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다(Weinschenk, 

2011). Norman(1988)의 디지털 시 의 인터페이스 개념모델과는 다르게 이

경아와 나건(2011)은 스마트시  감성인터페이스의 개념모델을 제시하 다

(<표 Ⅱ-29> 참조). 이를 통해 설계자가 사용자의 감성을 개념화하고 분석

해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는 즐겁고 기쁘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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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개념 
모델(Norman, 1988, p. 16) 

스마트시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개념 모델 
(이경아, 나건, 2011,p. 408) 

연구 감성인터페이스 정의 

권만우(2004) 
� 사용자의 감성정보를 이해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정보제시가 가능한 인터페이

스( . 에이 트 얼굴표정, 음성, 제스처 등)

이경아와 

나건(2011)

� 컴퓨터-인간 간의 상호작용함에 있어 사용자인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여 개발

한 인터페이스 

이여리(2012) �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사용자가 제품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원제(2005)

� 사용자와 제품 사이의 감성  정보 표 방식으로 감각을 자극하여 사용자가 

제품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 환경, 스타일을 고려하는 감성경험 인터페이스

정병용(2012)

� 참신하고 독특하며 친 감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  

� 인간 감성의 특성을 토 로 즐거움, 기쁨 등의 정 감성 정보를 고려하는 인

터페이스

조진경(2009) 
� 감성  상호작용을 목 으로 디자인되어진 인간과 도구사이의 감성정보 표

방식 

<표 Ⅱ-29>  디지털시 와 스마트시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념 모델 비교  

  감성인터페이스에 한 정의는 다양한 데, 공통 인 개념은 사용자와 컴

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컴퓨터와 교감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

는 인터페이스를 뜻한다(<표 Ⅱ-30> 참조). 올바른 감성인터페이스의 개발

과 활용을 하여 우선 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은 컴퓨터나 센서와 같은 

기술개발이 아닌 인간 감성에 한 연구이다(김교완, 송 훈 2006). 

<표 Ⅱ-30>  감성인터페이스에 한 개념  정의 



- 99 -

연구 감성인터페이스 설계방안   공통 요소

노만섭(2011) �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손 씨 타입 설게 

질감 

손 지(2010) � 텍스트와 이미지의 질감

유명환과 성 아(2007) � 질감(texture)을 한 붓터치 애니메이션 제공 

Beaird 외(2010)  

� 텍스트와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는 , 선, 면, 

깊이/부피, 패턴 등의 질감 설계 

� 사물의 표면에 드러나는 특이한 외양이나 

느낌을 주는 것

Norman(2004) � 질감 설계 

신재욱과 황진원(2012), 

이수동과 송정수(2013), 

Beaird  외(2010)  

� 독특한 컨셉으로 이해와 집 을 돕는 

타이포그래피 설계  
타이포그래피 

Beaird 외(2010)  
� 화면 컨셉트를 살릴 수 있는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설계 

질감 느껴지는 

타이포그래피

손 지(2010), 유명환과 

성 아(2007)  
� 아날로그 느낌의 시각  메타포 설계 

시각  메타포 
유명환과 성 아(2007), 

이수동과 송정수(2013)

� 해당 사이트/콘텐츠 상징하는 픽토그램, 

이미지, 일러스트 이션 등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달하면서 재미까지  수 있는 

시각  메타포 설계(팝업북 형태의 e-book 

설계 시 북 메타포 활용)  

신재욱과 황진원(2012), 

정승은(2002), Beaird 

외(2010)  

� 내용과 연 있고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감성 으로 

매력있는 이미지(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를 

설계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

손민정과 이 주(2005), 

신재욱과 황진원(2012), 

정지미(2006)

� 사용자의 감성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모션그래픽 설계 
모션그래픽

이수동과 송정수(2013), 

조경자, 선지 과 

한 희(2004), Beaird 

외(2010), Willats(2004), 

Wilson과 Challis(2004)

� 감성 고려하여 색 배합   색상 

이옥기와 백선기(2011) � 정교하고 동 인 이모티콘 설계 이모티콘 

  여 히 사용자인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여 감성인터페이스를 설계한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지만(이경아, 나건, 2011), 다행히 사용자의 감성을 고려하

여 인터페이스 설계와 련한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감성인터

페이스 련 연구는 <표 Ⅱ-3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픽 요소 설계에 다소 치 되어 있다. 

<표 Ⅱ-31> 감성인터페이스 설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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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인터페이스와 함께 HCI 분야에서는 감성 설계에 한 심의 일환

으로 UX 설계 역을 소개하고 있다. UX 연구자들( . Buxton, 2010; 

Garrett, 2002; Tullis & Albert, 2008)은 UI는 사용자가 다루는 인터페이스

에 국한하는 반면, UX는 사용자가 UI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경험하는 효

율성, 심리  만족감 등을 총체 으로 포함하는 UI 보다 상 의 개념이라

고 주장한다. 사용자경험은 어떠한 기기나 시스템의 유용성뿐 아니라, 감성

 측면을 포 하는 개념으로써 사용자들이 감성 으로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 기기나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측한다

(Hassenzahl & Tractinsky, 2006). UX의 개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HCI 문가들은 UX를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감정, 태도, 감성

 유 라고 보고 있다(김 미, 류한 , 2010). UX는 심리작용과 기술을 통

해 사용자로 하여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교감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Walter, 2011). 아래 MailChimp 사이트

(www.mailchimp.com)는 친근한 만화 캐릭터인 Freddie를 통해 재미있지만 

유치하지는 않은, 편안하지만 썰 하지는 않은, 유행에 밝지만 소외감을 느

끼게 만들지 않는 문구 는 어조, 상호작용, 그래픽 등의 UX를 구성함으

로써 사용자와의 계 속에서 정서  교감을 이끌어낸다(Longanecker, 

2013; Walter, 2011).  

[그림 Ⅱ-15] MailChimp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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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감성 고려 UX 설계방안 

정병용(2012) 
� 매력 이고 보기좋고 독창 인 외  

� 효율 이고 안락하고 신뢰 인 작동 

정소 (2009)  
� 사용자 흥미 유발시키고 다양한 역할 부여 가능한 에이 트 캐

릭터 설계 

Hassenzahl와 

Tractinsky(2006) 

� 기계  속성을 넘어선 미  요소 

� 주 , 정 , 선행 , 결과  감성 요소 

� 역동 , 상황 , 시각  경험 요소 

Hiroyuki(2008) 

� 공감의 원리: 어떤 것인지 한 에 알 수 있도록 설계하라(공감 

결여 - 어울리지 않음)

� 미감의 원리: 아름다움, 색상, 형태가 매력 이게 설계하라(미감 

결여 - 형태나 색채가 가지런하지 못함, 자연스럽지 못함)

� 환 감의 원리: 밝은 개방감이 있어 환 받고 있는 기분이 느껴

지도록 설계하라(환 감 결여 - 폐쇄 인 느낌)

Rogers, Sharp와 

Preece(2011) 
� 오 라인의 온기(warmth)를 달하기 한 친근한 외  제공 

Tzvetanova(2008) � 사용자 감성에 따라 응 인 인터페이스 설계

Weinschenk(2011)  

� 행 의 통제권을 사용자에게 부여 

� 끊임없는 피드백 제공 

� 일곱가지의 보편  감성(즐거움, 슬픔, 경멸, 공포, 역겨움, 놀람, 

분노)  얼굴표정 고려하여 시각 설계 

� 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의 최소화 

� 친숙한 것을 설계 

  이러한 UX는 사용자가 반복 으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학습과 생각을 통

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외 인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스템

을 사용하는 상호작용 행 에서 경험하게 되는 효용성, 가치와 감성을 포

함하고 있다(정병용, 2012; Hassenzahl & Tractinsky, 2006). 감성은 인지  

결정을 유도하는 상호작용 경험의  요소로서 사용자 행 를 이해하

고 측하며 UX의 질을 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Holson, 2004; 

Ravaja & Kivikangas, 2008; Ravaja et al., 2006). 다음 <표 Ⅱ-32>는 사용

자의 감성  경험을 한 다양한 UX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32> 감성 고려 UX 설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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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 설계의 최종목표는 사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요구하기 이 에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악  

제공하여 더 나아가 즐거움 등의 정 감성을 유발하는 것이다(염정, 

장호 , 2009). UX를 통해 감성  측면까지 고려한 시스템 디자인이 HCI의 

커다란 연구 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희철, 2006). 최근 디지털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상호작용 동안 사용자의 감성  경험을 평가하여 

설계에 응용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Seif El-Nasr et al., 2011) 

이러닝 설계에 있어서 UX를 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백 균, 

박주성, 한승록, 김정겸, 최명숙, 2009).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이 성공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즐거움, 

만족감 등의 정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UX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HCI 분야에서는 기본 으로 시스템 는 로그램 사용에 한 만족감 

는 즐거움을 높이고 좌 감 는 분노를 낮추기 한 상호작용 설계에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성은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 인 요소로 효과 인 설계의 토  역할을 한다(Walter, 2011). 최근 

감성인터페이스, UX의 등장으로 HCI 분야는 사용자의 감성 경험을 더욱 

더 요시한다(이유 , 류한 , 정상훈, 20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성인터페이스와 UX 설계 련 연구는 인터페이스 표 요소인 그래픽 

요소에 있어 다양한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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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의

 Richey와  

Klein(2007)

� 새로운 는 개선된 교수 , 비교수  산출물  도구, 그리고 새로

운 는 개선된 수업, 로그램, 설계․개발 차나 모형, 설계 략 등

의 창출에 한 경험 이고 실증 인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체계

인 설계, 개발,  평가 과정 

이국정(2013) 

� 일반 인 탐구 차 혹은 상황 인 구체 인 문제 해결에 기반 한 

교수의 설계, 개발 그리고 평가의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일 성과 효과성의 내  거를 마련하기 한 수업 로그램, 과정, 

산출물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평가하는 체계  연구

임철일(2012)

� 최 화된 교수방법, 모형, 로그램 개발, 특정의 교수방법, 교수모

형, 교육 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실증 이고 경험 으로 

확인을 목 으로 교육 상에 한 설명보다는 개발과정  차가 

포함된 일반  연구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해 설계․개발 연구(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방법론을 용하 다.  

다른 연구 근법과 달리 설계․개발연구는 교수․학습연구의 통  토 를 

넘어 교수설계의 이론기반을 실증 , 경험 으로 확 발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임철일, 2012; Richey & Klein, 2007). 이러한 근은 개발연구

(developmental or development research)로도 불린다(Richey, Klein, & 

Nelson, 2004; Seels & Richey, 1994; Van Den Akker, 1999). 설계․개발연구

는 이론과 실제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인공물(artifacts)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 으로 삼고 있으며 정보 과학, 정보 시스템과 교육 분야에서 주로 수행

되고 있다(Ellis & Levy, 2010). 교육 분야 설계․개발연구의 정의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설계․개발연구 정의 

 

  설계․개발연구는 ‘과정 는 차’ 자체를 연구 상으로 포함하고 

‘인공물 형태의 산출물’을 연구결과로 제시한다(Ellis & Levy, 2010). 교

육 분야 설계․개발연구 용을 한 인공물은 새로운, 개선된 교수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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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출물, 도구 등의 교수 , 비교수  산출물  도구 모형과, 새로운, 

개선된 수업, 로그램, 설계․개발 차나 모형, 설계원리, 략 등의 모형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Rickey & Klein, 2007). Richey, Klein과 Nelson(2004), 

Rickey와 Klein(2007)에 따르면, 교수 , 비교수  산출물  도구 유형은 

개발 과정에 한 설명 없이 산출물 는 로그램 평가에 해 기술하는 

형태로써 맥락-특수  결론(context-specific conclusions)을 지향하는 반면, 

설계․개발 차 는 모형, 원리, 략 유형은 설계, 개발, 평가 등의 체 

과정이나 어느 특정 요소에 한 일반 인 분석에 을 두는 연구로 일

반화된 결론(generalized conclusions)을 목 으로 한다. 이  모형 설계․개

발연구는 인공물로 설계모형 뿐만 아니라 설계원리, 설계 략, 설계지침 등

에도 확  용되고 있다(Rickey & Klein, 2007). 설계모형이나 설계원리 

쪽으로 갈수록 교수 처방의 추상성이 증가하고 설계지침에 가까울수록 구

체성이 증가한다(이지 , 박정은, 2014; Reigeluth, 1983; Reigeluth & 

Carr-Chellman, 2009). 인공물의 연구 상은 교수․학습방법, 학습환경  시

스템 등으로 다양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테크놀로지 기반 수업의 설계와 개

발에 을 두고 있다. 설계․개발연구를 한 인공물의 유형  상은 

차 다양해지고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설계․개발연구는 상세화되고 확정된 연구 차를 포함하지 않고 연구의 

주제와 상에 따라서 다양한 하  연구방법과 차가 용되고 있다(임철

일, 2012). 이 연구방법론에 한 연구들( . Nunamaker, Chen, & Purdin, 

2001; Peffers, Tuunanen, Rothenberger, & Chatterjee, 2007; Peterson, 

2007; Reigeluth, 1983; Richey & Klein, 2007)이 제시하는 차 는 단계의 

개수와 명칭은 매우 다양하나 공통 으로 모형 개발과 타당화의 주요 차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의 차는 크게 ‘설계

원리 개발’과 ‘설계원리 용’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 Ⅲ-1]

은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모형 연구의 단계  연구방법이 본 연

구에 어떻게 용되었는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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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y와 Klein(2007)의 모형 연구 본 연구 

단계 연구방법 단계 연구방법 

모형 개발 
� 문헌  실제 

자료분석을 통한 
모형 개발 

⇒
설계원리 

개발 

� 선행문헌 고찰
� 문가 타당도 검토
� 교수설계자의 사용성 평

가

모형 
타당화  

� 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한 내  
타당화 

⇒

� 장평가(사용자 
반응평가), 실험연구 
등을 통한 외  
타당화 

 설계원리 

용 

�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
닝 로그램 개발   

� 교수설계자의 이러닝 
로그램 타당화 

� 이러닝 로그램 장
용 

�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
닝 로그램에 한 학습
자 반응 평가

[그림 Ⅲ-1] 본 연구의 단계별 주요 연구방법  활동   

  본 연구의 단계별 실제 수행된 구체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설

계원리 개발을 한 연구방법으로 1)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기 설계원리 

개발, 2) 개발된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3) 개발된 설계원리에 한 

교수설계자의 사용성 평가를 포함한다. 개발된 설계원리 용을 한 연구

방법은 4) 설계원리 용한 이러닝 로그램 개발, 5) 교수설계자의 이러닝 

로그램에 한 설계원리 반 여부 검토, 6) 이러닝 로그램에 한 학

습자 반응 평가를 포함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Ⅲ-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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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본 연구의 진행단계별 연구방법, 
 연구활동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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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발

가.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설계원리 개발

  기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해 일반 으로 련 문헌을 분석한다

(Richey & Klein, 2007). 설계원리 개발을 한 가장 기 이면서 핵심

인 방법은 선행문헌 검토이다. Reigeluth(1983, 2013)의 교수설계이론 개발 

방법론 차에 따르면 선행문헌, 실제 자료, 경험, 직 , 논리 등을 통해 

련 변인 탐색하고 분류하여 변인의 구조화를 통한 교수설계원리를 개발

할 수 있다. 즉, 존하는 모든 자원을 극 활용하여 방법, 산출물, 조건, 

가치 변인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원인-결과 는 변인간의 계성을 기반

으로 교수설계원리 도출할 수 있다(Peterson, 2007).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분석결과를 통해 련 변인을 도출하고 변인 간

의 계성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형태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1차 설계원리  지침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의 설계원리 도출을 

한 선행문헌 검토 작업은 조사, 선정, 분석,  종합의 네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첫째, 선행문헌 조사는 주제의 범 에 따른 조사방법(Bidwell & Jensen, 

2003)과 자료 종류에 따른 조사방법(Gall, Borg, & Gall, 1996)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련 주제는 감성, 학습, 기술의  주제 아래 감성 설계, 감

성  어포던스, 감성-학습, 감성-이러닝, 감성지능, 감성조 , 감성컴퓨 , 

감성인터페이스 등의 소주제로 나 어 조사하 고, 논문, 학술 회 발표논

문, 도서, 기 연구보고서, 매거진 등의 자료 종류로 나 어 조사하 다. 

연구주제별 키워드를 사용하여 조사 연구데이터베이스는 서울 학교 도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DBPIA, 네이버 문정

보, 구  학술검색 등을 통해 한 문헌을 탐색하 다. 한 선행문헌 조

사 작업의 지속성을 해 구  학술검색 알리미(https://scholar.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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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매일 련 주제와 자료에 한 정보를 송받아 련 최신 문

헌들을 꾸 하게 모니터링하 다. 

  둘째, 선행문헌 선정 단계에서는 Hart(2001, 2008)가 제시한 권

(authority), 력(seminal), 련성(relevance) 선정 기 에 따라 조사 문헌

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한 문헌을 선별하 다. 더 나아가 선택된 문헌

들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추 하여 련 있는 문헌을 추가 으로 선정하

다. 

  셋째, 선행문헌 분석 단계는 선정된 문헌들의 주제 역별 분류, 연구 주

요 결과 요약  정리, 주요 개념  구성요소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Hart, 2001, 2008). 분석 단계를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구성요소를 개발하 다. 먼 , 단순화된 형태의 어포던스 구

조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감성  어포던스 차원  변인과 감성유발 이러닝 

구성요소를 응(mapping)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구성요소를 개발하 다. 구성요소를 기 으로 련 설계원리  지침을 분

류하 다. 이론  구성요소에 따른 일반설계원리  상세지침을 정리함으

로써 기 설계원리  지침을 개발하 다. 

  마지막으로, 선행문헌 결과 종합 단계는 범주화, 응 등을 통해 분석 내

용을 종합하여 정리  요약하는 단계이다(Hart, 2001, 2008). 종합 단계는 

기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구성요소, 일반설계원리, 상

세지침의 내용과 수 의 일 성을 확보하고 구성요소-일반설계원리 간, 일

반설계원리-상세지침 간 연 성을 높이기 함이다. 이로써 구성요소와 일

반설계원리 간에는 인과 계를 보여주고 일반설계원리-상세지침 간에는 일

반 인 명제와 해당 명제의 실제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김선희, 

2014).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설계

원리  지침을 구성요소에 따라 범주화, 재구조화하여 구성요소-일반설계

원리-상세지침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하여 정리하 다.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련 변인 도출  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

었다. 첫째, 학습과 감성, 이러닝과 감성 련 연구를 통해, 학습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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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성 개념, 특성, 유형, 종류, 효과, 모형 등을 검토한 다음, 이러닝 환

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성과 그러한 감성의 유발요인을 집 으로 분석

하 다. 둘째, 어포던스, 감성  어포던스 개념  특성을 살펴본 후, 감성

 어포던스 설계 차원과 역을 확인하 다. 셋째, 이러닝 감성유발요소와 

감성  어포던스 설계 차원  역을 응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성요소에 따

른 설계원리를 이러닝 감성 교수설계  이러닝 감성 기술(시스템, 인터페

이스 등) 설계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  략에서부터 도출하 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발을 한 문헌고찰 

역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Ⅲ-3]과 같다. 이러한 선행 문헌고찰 역은 

기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구성요소  설계원리의 이론

 도출 배경을 보여 다. 

 [그림 Ⅲ-3] 선행문헌고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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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의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해 

그리고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의 체계 , 구체 인 설계를 

해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활용하 다.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어포

던스 기반 설계를 해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의 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설

계자들이 설계 단계에서 구조를 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Maier, Ezhilan, & Fadel, 2007; Maier & Fadel, 2009). Maier와 Fadel(2009)

에 따르면,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인공물이나 환경의 요소들에 설계 

요소 는 원리들에 해당하는 어포던스가 반 되었는지를 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개발하기 해 먼  이러닝 환

경에서의 학업감성 련 연구결과  시사 을 분석함으로써 학업감성을 

유발시키는 이러닝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그런 다음 감성  어포던스 

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감성  어포던스 차원  변인, 즉 감성  어포던

스 설계요소를 도출하 다.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와‘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를 감성  어포던스 구

조 매트릭스의 행과 열에 각각 입  응을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

성  어포던스가 반 되었는지를 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  어포

던스 설계를 한 이러닝 구성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어포던스 구조 매트

릭스는 인공물 는 환경의 일부 요소에 잠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한 행 를 지니고 있는 계를 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Maier & Fadel, 

2009).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이러

닝 환경의 어떤 요소에 잠재 으로, 의도 으로 유발할 수 있는 감성  반

응을 내포하는 계를 구체화시켜주어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나.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문헌고찰  실제자료 검토를 토 로 개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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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포던스 설계원리의 내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문가 검토를 실시

하 다. 내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정립시키기 

함이다(Johnson & Christensen, 2010; J. Lee, 2012). 

  1) 연구참여자 

  Streiner와 Norman(2008)는 문가 검토 연구방법의 장 과 단 을 제시

하 는데, 문가 검토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우수한 문가의 축 된 지식

과 경험을 구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잘못된 문가 선정

으로 편향되고 단편 인 지식과 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문가 검토 방법에서 문가 선정은 매우 요

하고 핵심 인 작업으로 신 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분야 

문가는 연은경(2013), Grant와 Davis(1997)의 문가 선정 기 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 박사 학 소지자로써 주제 련 논문 게재 는 발표 실  소

유자로 한정하 고, 업 문가의 경우는 Ericsson과 Charness(1994)의 

문가 선정 기 에 따라 업 10년 이상의 경력자로써 주제 련 로젝트 

경험자로 제한하 다. 본 연구를 해 교수설계, 이러닝 설계  개발, 교

육심리, 컴퓨터공학, HCI, 시각디자인 등의 련 분야 여러 문가들에게 

개별 인 연락을 통해 설계원리 타당화 검토를 의뢰한 다음 연구 참여 의

사를 밝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분들을 심으로 문가 패 (expert 

panel)을 마련하 다. 설계원리 타당화 문가 검토에 참여한 문가 로

일  참여 단계는 다음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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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가 로 일 참여 검토단계

구분 직업  
경력
(년)

최종

학력 
문분야 비 1차 2차

A 연구교수 10 박사
교수설계, 이러닝 설계,  

연구방법론  
Ⅴ Ⅴ Ⅴ

B 연구교수 7 박사
교수설계, 이러닝 설계, 문

제해결학습 
Ⅴ Ⅴ

C 조교수 11 박사
교수매체, 디지털교과서 

설계 
Ⅴ Ⅴ

D 연구교수 8 박사
컴퓨터공학, 이러닝 설계, 

IMS LD 
Ⅴ Ⅴ Ⅴ

E
겸임교수, 국
가교육정보화
기  연구원  

10 박사 HCI, UDL,엠러닝 설계 Ⅴ Ⅴ

F 정교수 12 석사 시각/ 상디자인, 웹디자인 Ⅴ Ⅴ Ⅴ

G 연구원 7 박사 교육심리 Ⅴ Ⅴ

H
이러닝개발업
체 표 

13 학사 
컴퓨터공학, 이러닝 콘텐
츠/시스템/ 솔루션 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Ⅴ Ⅴ

<표 Ⅲ-2> 문가 패  로 일  참여 단계

2) 연구도구  자료분석 방법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를 하여 타당화 검사도구를 활용하 다. 

련 자료 검토를 통해 개발된 기 설계원리는 이론 , 논리 으로 타당

화 검증 과정을 통해 내용  구성의 합성을 평가하기 한 타당화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는 비, 1차, 2차에 총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문가 검토를 한 타당화 검사 도구는 크게 

두 트로, (1) 연구에 한 반 이고 개 인 소개 자료, (2) 설계원리

의 개발 차, 내용, 구성 등에 한 타당성 평가를 한 질문지 부분으로 

구성하 다. 타당화 평가 문항은 4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개발

하 다. 선택형 질문 문항에 더하여 Grant와 Davis(1997)의 제안에 따라 

문가가 련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 문가 의견란’을 추가

하여 개발하 다. 다음 <표 Ⅲ-3>은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평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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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목  방법 평가 문항

비 

설계원리 

개발과정

에 한 

타당화 

타당화 

검사지, 

심층면담 

선택형 문항

(4  척도)

� 련자료 탐색의 성

� 용어의 표성  성 

� 련자료 고찰 결과 요약  해석의 

성  

� 조직화의 논리성  성 

� 련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 

개방형 문항 
� 수정  보완 의견 

� 추가 개선 사항  

1 차 
설계원리 

타당화 

타당화 

검사지, 

심층면담 

선택형 문항

(4  척도)

� 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 개별: 각각의 설계원리  상세지침에   

한 타당도 

개방형 문항 
� 수정  보완 의견 

� 추가 개선 사항  

2차 
설계원리  

타당화 

타당화 

검사지, 

심층면담 

선택형 문항

(4  척도)

� 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 개별: 각각의 설계원리  상세지침에   

한 타당도 

개방형 문항 
� 수정  보완 의견 

� 추가 개선 사항  

항 체의 구조를 보여 다. 

<표 Ⅲ-3>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평가 문항 구성

 다음 <표 Ⅲ-4>는 비 문가 검토 단계에서 사용된 설계원리 개발과

정에 한 평가 문항이다([부록 1] 참조). 도출과정에 한 타당화 평가 문

항은 Jang(2011)과 J. Lee(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합

하게 수정․보완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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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련자료 탐색의 

성

�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핵심 구성요소, 설계

원리  지침을 도출하기 해 탐색된 자료들은 합한가?  

용어의 표성 

 성 

� 선정된 용어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의미를 

명확하고 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련자료 고찰 

결과 요약  

해석의 성  

� 련자료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의 핵심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을 개발하기 해 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

가?   

조직화의 논리성 

 성 

�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의 핵심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이 논리 으로 하게 조직화되었는가? 

련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 

� ․ 련자료 고찰 결과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을 도출하는 데 

하게 반 되었는가?   

역 문항 

타당성 
�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시 고

려해야 할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고

려해야 할 원리  지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하는 데 보편 으로 용할 수 있다. 

이해성  
�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었다. 

이론  

구성요소-설계원리 

연결의 타당성 

� 설계 구성요소와 일반설계원리의 연결이 타당하다.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 일반설계원리와 상세설계지침의 연결이 타당하다. 

<표 Ⅲ-4> 설계원리 개발과정에 한 타당화 검사지 평가 문항 

다음 <표 Ⅲ-5>는 1차  2차 문가 검토 단계에서 활용한 구성요소 

 설계원리 반에 한 평가 문항이다([부록 2], [부록 3] 참조). 구성요소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화를 해 사용한 본 평가 문항은 선행문헌

(김선 , 2013; 나일주, 정 미, 2001)의 개발문항을 본 연구에 최 화된 문

항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된 것이다. 

<표 Ⅲ-5>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화 검사지 평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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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진행 차  자료분석 방법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차

는 다음과 같다. 먼  이메일 는 통화를 통해 문가 검토를 의뢰한 다

음, 동의 의사를 밝힌 문가들을 문가 패 로 구성하 다. 이후 각각의 

문가와 개별 면담 가능 시간  장소를 정하여 일 일 심층면담을 반복

으로 진행하 다. 면담  개별 문가 에게 개별 으로 연구에 한 정

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연구에 한 반 인 이해

를 도왔다. 평균 1-2시간 정도 소요된 연구자와 문가 일 일 심층면담은 

설계원리 개발과정  결과 반에 안내  설명을 시작으로 문가로부터 

이해되지 않거나 이상하거나 궁 한 부분에 한 질문  의견을 듣고 답

한 다음 문가에게 타당화 검사 설문지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응답 후 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설문 문항과 련된 

수정․보완 사항과 설계원리 반에 걸친 개선 사항에 해 고견을 달받

았다.

문가 검토를 통해 수집된 선택형 문항 응답내용에 해 타당도와 신

뢰도를 확보하기 해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

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문가 의견에 한 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해 사용하는 CVI와 IRA는 주

로 간호, 제약, 보건, 진료 등의 의학 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CVI는 문가의 응답내용의 객 성을 높일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각 설

문 항목에 하여 문가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보여주어 항

목별 타당도를 나타낸다(Grant & Davis, 1997; Haynes, Richard, & Kubany, 

1995; Lynn, 1986; 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 2003; Waltz & 

Bausell, 1981).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는 

정도를 알려주는 CVI는 문가검토 의견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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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Lynn, 1986; Rubio et al., 2003; Waltz & Bausell, 1981). CVI 값은 

정 인 평가를 한 문가의 인원수를 체 문가의 인원수로 나 어 구

한다. 정 인 평가는 4  척도(4 : 매우 그 다, 3 : 그 다, 2: 그 지 

않아, 1:  그 지 않다)로 구성된 타당화 항목에 해 문가 평정 값

이 3, 4인 경우 정  평가로 1  처리하여  문가의 응답을 가리킨다. 

반면 1, 2인 경우에는 부정 인 응답으로 0  처리하여 결과를 처리한다. 

CVI는 각 항목별 타당도 정도로써 Lynn(1986)에 따르면 최소 5인의 문가

가 참여하여 각 항목에 해 CVI가 1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만약 5인 

이상(최  10인)일 경우, 3  미만 응답 문가 수가 1명 이하일 때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Haynes et al., 1995; Lynn, 1986). 반면, Grant와 

Davis(1997)는 CVI 평균이 .8을 넘으면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 고 

특히, 5~9인의 문가가 참여할 경우 CVI가 .8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

하 다. 

IRA는 문가들의 평가에 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수로써 평가자 간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 수를 체 항목 수로 나  값이다(Rubio et al., 

2003). 신뢰도는 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

하 느냐 하는 정도인데 IRA 신뢰도 지수는 그 값이 .8 이상이면 문가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단한다(Rubio et al., 2003). Chen과 

Krauss(2004)에 따르면 평가자(심 , 찰자, 문가, 채 자 등) 간의 

단과 결정의 합의도(consensus)나 일치도(agreement)를 평가하기 해 IRA

를 사용한다고 하 다. IRA 측정의 목 은 평가자간의 의견이 일 되어 서

로 호환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IRA 값이 0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

히 불일치 한다는 것이고 1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 히 일치한다고 

단할 수 있다. 그 값이 보통 .8 이상이면 문가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단한다(Rubio et al., 2003).

개선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한 문가 심층면담 내용은 바로 

장에서 기록하 으며 문가 동의하에 녹음하 고 면담 종료 후 진술내용

을 사한 다음 분석에 활용하 다. 사내용은 재검토를 거쳐 요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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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심으로 분석  종합하여 설계원리의 수정․보완 작업 시 활용하

다. 

 

다.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

  문헌고찰  문가 검토를 통해 개발된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는 

이러닝 설계자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할 때 

설계원리  지침을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선행문헌과 문가 검토가 설계원리  지침의 내용에 한 

논리 , 이론  검토라면, 설계원리의 최종사용자(end-user)인 이러닝 교수

설계자를 상으로 하는 사용성 평가는 실제 설계 정에서 설계원리가 얼

마나 효과 으로 작용하는가에 한 검토이다. 이러한 설계원리에 한 사

용성 평가를 통해 교수설계자가 실제 설계원리를 반 하여 직  스토리보

드 는 로로타입을 개발하는 실제 인 설계활동과 함께 련 설문  

면담에 참여함으로써 설계원리이나 상세 지침이 개선될 수 있다(김선 , 

2012; Jang, 2011).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는 5~8년의 이러닝 콘텐츠 는 시스템 설계 경험

을 가진 세 명의 교수설계자 3인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Ⅲ-6> 사용성 평가 참여 교수설계자 로 일 

수 계  최종학  전문분야 경

I
공학 

사수료
러닝 콘 츠  시스  획  계 7년

J
공학 

사과정 

러닝 콘 츠  시스  획, 계  

개  
8년

K 
공학 

사과정 
웹  학습 환경 계  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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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개발된 설계원리를 용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로그

램을 설계하는 과정과 결과물에 하여 안내하기 해 사용성 평가 매뉴얼

을 개발하 다. 본 매뉴얼은 (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원리 련 설명 자료, (2) 설계원리 용 스토리보드 개발 형태  구  방

법 련 설명 자료, (3) 설문  심층면담지로 구성되었다. 

  설계원리를 용하여 교수설계자가 개발한 스토리보드는 2013년 한국연

구재단 2013년 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이러닝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을 한 감성 인터페이스 설계 원리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한 

S 학 교수강의동 상 이러닝 사이트(http://snuon.snu.ac.kr) 개편 작업에 

따른 실제 로젝트 과정 산출물의 일부분이다. 본 이러닝 사이트는 

MOOCs 형태의 이러닝 강좌를 운 하고 있다. MOOCs는 2012년 edX, 

Coursera, Udacity, Khan Academy 등의 출 으로 나타난 다수의 학생들에

게 학의 정규과정을 온라인 형태로 무료로 공개하는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약어이다.  

[그림 Ⅲ-4]  S  교수강의동 상 이러닝 강좌 Music of the World



- 119 -

  사용성 평가 참여 교수설계자로 하여  기존 개발된 MOOCs 형태의 이

러닝 강좌인 ‘Music of the World(총 25차시)’에 해 본 설계원리를 반

하여 한 차시를 재설계하면서 그 결과물로 PPT 일형태의 스토리보드

를 제시하도록 하 다. 

  로토타입 설계 과제 수행 이후 교수설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성 평가 

질문지는 Tracey(2001)의 교수시스템 설계모형을 한 사용성 평가 측정도

구를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보완을 거쳐 개발되었다([부록 4] 참조). 

3) 연구진행 차  자료분석 방법 

  사용성 평가를 해 스토리보드 개발과 함께 설문  심층면담이 이루어

졌다. 임철일, 박태정, 최소 과 홍원 (2011)이 제안한 사용성 평가 차인 

계획, 비, 실행, 분석  종합의 단계를 거쳤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용성 

평가의 목표를 확인하고 사용성 평가 실행 계획을 마련하 다. 그 다음 사

용성 평가를 한 비 단계로 사용성 평가 방법  도구를 개발하 다. 

사용성 평가 실행 단계에서는 먼  참여 교수설계자에게 이러닝 환경에서

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도운 

다음‘Music of the World’강좌 사이트에 속하여 설계원리  지침이 

 구 되지 않았거나 구 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수 인 부분을 분석하

도록 하 다. 그런 다음 1주일 동안 해당 설계원리  지침이 제 로 구

된 이미지 형태의 스토리보드를 PPT 일로 개발하도록 하 다. 이러닝 스

토리보드 작업이 끝난 다음 교수설계자는 사용성 평가 문항에 응답하 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신이 설계한 스토리보드에 한 설명과 해당 설계원

리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사용성 평가의 분석  종합 단계에서는 교

수설계 문가의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 설문  면담을 통해 수집

된 양 , 질  자료를 분석  종합하여 본 설계원리  지침을 개선사항

을 악하여 수정․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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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담당 역할  직  최종학력 경력(년)

L 산업디자인 내용 문가(SME) 학 교수 석사 졸 10

M

웹 그래픽  

인터페이스 

설계  개발 

웹 디자이 학 교수 석사 졸 12

N

이러닝(디지털

교과서) 콘텐

츠  시스템 

설계  개발 

웹 로그래머 

이러닝    

개발업체  

표 

학사 졸 15

O 교수설계 
로젝트 리자(PM), 

이러닝 설계자 

교육공학 

박사 수료  
석사 졸 10 

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 개발 

가. 설계원리 용 이러닝 로그램 개발

   그 동안의 설계원리의 개발  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개발된 5차 원리

를 용한 이러닝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는 설계원리의 일반화 가능성

을 살펴보는 타당화의 작업으로 설계원리가 다양한 상황과 더 많은 사례에 

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용하여 개발할 이러닝 

로그램은 16차시로 구성된‘카드보드 활용 DIY제품디자인’이다. 해당 

로그램은 일반성인 학습자를 상으로 디자인, 술, 기, 자공학 분

야의 기  지식을 융합한 취미교양 강좌로 개발되었다. 

 

 1) 개발참여자 

  본 이러닝 로그램 개발 작업을 해 SME 1인, 교수설계자 1인, 웹 디

자이  1인, 웹 로그래머 1인 총 4인으로 로젝트 을 구성하 다.  

구성원의 상세 로 일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이러닝 로그램 개발 작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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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O는 본 연구의 연구자로 이러닝 설계뿐만 아니라 체 로젝트 

리도 병행하 다. 

2) 개발진행 차  

  최종 설계원리를 용하여 이러닝 로그램은 Gillani(2003)의 이러닝 교

수설계  개발 모형과 Astleitner(2000)의 감성 교수설계모형을 통합한 설

계모형에 따라 개발되었다([그림 Ⅲ-4] 참조). 

 Gillani(2003)의 이러닝 
교수설계  개발 모형

Astleitner(2000)의 
감성 

교수설계모형 
본 연구 이러닝 로그램 설계모형 

� 계획(Planning)

- 학습자분석 

- 교육목  분석 

- 컨텐츠 확인 

- 과제분석

- 분석 

� 감성문제분석 ⇒

� 분석  

- 학습자특성 분석(감성문제 포함) 

- 학습과제 분석  

- 환경  기술 분석  

- 참여자: 교수설계자, SME

� 설계(Design) 

- 사이트 구조 , 페이지 

이아웃, 시각디자인, 

시간과 자원계획 

� 감성 설계  

략 
⇒

� 설계 

- 설계원리 용 스토리보드 설계 

- 참여자: 교수설계자, SME

� 제작(Production)

- 개발

- 최종 테스트 

� 략의 실행 ⇒

� 개발 

- 로토타입  로그램 개발 

- 참여자: 교수설계자, SME           

       웹디자이 , 웹 로그래머  

� 평가(Testing) 

- 장 테스트 

� 유지(Maintenance) 

- 행정, 사이트 마

� 결과의 평가 ⇒

� 실행  평가 

- 최종사용자 로그램 학습  평가  

- 참여자: 교수설계자, SME, 학습자 

[그림 Ⅲ-4] 본 연구의 이러닝 로그램 설계모형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로그램 설계모형의 분석 단계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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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설계자, SME가 참여하여 학습자특성, 학습과제, 기술 등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설계 단계에서는 SME가 교안을 작성하고 해당 교안을 기반으

로 교수설계자가 스토리보드 작업을 수행하 다.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설

계자, SME, 웹 디자이 와 웹 로그래머가 함께 업하여 스토리보드를 

신속하게 로토타입으로 개발, 검토, 수정  재검토하여 최종 이러닝 

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이러한 이러닝 로그램 설계  개발 단계에 

용된 래피드 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은 Allen(2013)이 제안한 로

토타입 설계, 개발  수정의 반복 인 근(successive approximation)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수설계 분야에서 래피드 로토타이핑은 수업 설계 

기 단계에 최종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를 설계하여 체 개발 과정을 끝마

치지 않고도 산출물의 개념  구조를 실화하고, 최 의 로그램을 개발

하기 해 빠르지만 통제된 과정을 반복 으로 거치는 것을 말한다(임철

일, 김민강, 김윤정, 2005; Steen, 2008; Tripp & Bichelmeyer, 1990). 각 과

정과 차는 이러닝 로그램 개발 시 선택 으로 용가능하며,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생략가능하다(Siemens, 2002). 래피

드 로토타이핑은 비용측면에서 효율 이고, 최종개발물의 사용성  질

을 향상시키고, 코딩 의 사용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의뢰인 는 최종

사용자와의 디자인 컨셉을 조율할 수 있고, 웹 디자이 와 웹 시스템개발

자의 기능  명세서와 련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Jones & Richey, 2000; 

Rudd, Stern, & Isensee, 1996). 본 연구에서 이러닝 로그램 설계  개발 

시 교수설계자, SME, 웹 디자이 , 웹 로그래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하기 해 서술식 표 의 설계원리 표와 함께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

트릭스를 제공하 다([부록 5] 참조). 이러한 매트릭스는 이러닝 로그램 

설계요소와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행과 열에 입한 것으로 개발유

무  황 검토를 한 체크리스트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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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이러닝 로그램 설계 단계별 활동  참가자   

  

  개발된 로토타입의 구  수 을 평가하기 한 충실도(fidelity)는 사용

자의 실제 인 사용에 있어서 얼마나 실제 이고 사실 인지에 한 정도

를 말한다(Virzi, 1992). 충실도는 구  정도에 따라 통 으로 (low) 충

실도, 고(high) 충실도 두 수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Engelberg와 

Seffah(2002)가 (mid) 충실도 수 을 추가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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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도 외
최 의 

사용환경 
장 단  

 충실도 

� 략의 스 치 

� 근사한 형태 

� 상호작용 기능이 

거의 없거나 약간 

있는 상태 

� 기 설계 

� 컨셉잡기 

� 낮은 비용  

� 유용한 

의사소통 채  

� 컨셉 근거

� 제한된 사용 

가능성 

� 사용성 평가에 

어려움 

 충실도 

� 상당 수 으로 

상세하고 

완벽하나 근사한 

형태 네비게이션, 

상호작용 기능 

제공에 있어 

략의 형태 

� 네비게이션, 

기능, 

콘텐츠, 

이아웃 등 

상호작용  

측면 설계 

 평가 

� 고 충실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 감

� 사용성 평가에 

충분함

� 기능 명세를 

한 참고용 

� 최종 제품과 

동일한 

상호작용 

불가능 

� 상세 명세에 

있어 한계있음  

 

고 충실도 

� 실제 제품과 거의 

같은 시뮬 이션 

� 세련된 그래픽 

디자인 

� 높은 수 의 기능 

구   

� 마  도구

� 트 이닝 

도구 

� 고  

상호작용 

기술 

시뮬 이션  

� 높은 수 의 

기능성, 

상호작용성  

실제 명세 

� 개발 비용 

높음 

� 투자 시간 

상당함

<표 Ⅲ-8> 로토타입 충실도 수  비교(Engelberg & Seffah, 2002)

  본 연구에서는 네비게이션, 기능, 콘텐츠, 이아웃 등 상호작용  측면 설계 

 평가에 최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충실도 로토타입을 통해 아이콘 

등으로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개발한 다음 

교육 장 실행  평가하 다.  

나. 이러닝 로그램의 설계원리 반  여부 문가 검토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개발된 로그램에 잘 

용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교수설계자 3인의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

다. 

1) 연구참가자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따라 이러닝 로그램이 

하게 잘 구 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기 하여 5년 이상의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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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스템 설계  개발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공 박사과정  

수료생 3인이 참여하 다. 이러닝 로그램의 설계원리 반  타당화 작업

에 참가한 교수설계자는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수설계

자와 동일하다. 

 2) 연구도구, 연구진행 차  자료분석 방법 

  이러닝 로그램에 한 설계원리 반  정도에 한 검토를 하여 설계

원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일반설계원리  상세설계지침이 이러닝 로그램

에 타당하게 반 되어 구 되었는지를 묻는 4  척도 설문지를 개발하

다. 이러닝 로그램에 한 문가 검토는 문가에게 일반설계원리와 상

세설계지침에 해당하는 이러닝 로그램의 화면을 보여주거나 련 기능을 

직  시연한 다음, 타당화 정도를 묻는 차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CVI와 IRA를 사용하여 타당도  신뢰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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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설계원리에 한 사용자 반응 평가를 해 최종사용자인 학습자가 이러

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을 활

용하여 학습한 다음 설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일반 으로 사용자 반

응 평가는 개발된 교육 로그램이나 자료에 한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함

으로써 해당 로그램이나 자료에 한 수정․보완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 을 지닌다(이성흠, 2005; Quesenbery, 2003). 본 연구에서는 개발

된 이러닝 로그램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용된 설계원리에 

한 추가 인 개선작업뿐만 아니라 설계원리의 효과를 평가하 다.  

가. 평가참여자 

  학습자 반응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을 학습한 최종사용자인 학습자의 설문 결과  제시 의견

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학습자 반응평가에 참여한 일반성인 학습자 8인의 

로 일은 다음 <표 Ⅲ-9>와 같다. 

  성인학습자는 연령층, 사회  계층, 학력, 직업 등 인구학  특성(정 , 

2004)뿐만 아니라 성격,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등(김소희, 한정선, 2007)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범 가 넓다. 한 학습내용에서 오는 부담감과 컴퓨

터․인터넷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에 익숙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감이 크다(박

종선, 이 민, 2010).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에 어느 정도 심이 

있고 온라인 학습환경을 경험해 본  있는 8명의 일반성인 학습자를 모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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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학력 공 직업
평균     
이러닝   

학습시간/주 

주로 경험하는 
콘텐츠 유형 

 A 여자 30-39
세 

학원 
이상 

인문 회사원 3-7시간 동 상 강의형 

 B 여자 20-29
세 

졸 체능
계 

회사원 ~ 1시간 동 상 강의형 

 C 여자 20-29
세 

졸 인문 회사원 ~ 1시간 동 상 강의형  

 D 여자 20-29
세 

졸 인문 회사원 ~ 1시간 동 상 강의형  

 E 남자 30-39
세

졸 공학 기타(앱 
개발 
리랜서) 

~1시간 동 상 강의형, 

사례기반학습형 

 F 남자 20-29
세 

학원 
이상

인문 학원생 ~ 1시간 동 상 강의형, 

정보제공형 

 G 남자 20-29
세

학재
학

공학 학생 1~3시간 동 상 강의형, 

정보제공형 

 H 남자 40-49
세 

학원 
이상

공학 교사/교
육자

3~7시간 동 상 강의형  

<표 Ⅲ-9> 학습자 로 일 

  덩이 표집은 연구자가 먼  자신의 연구 상으로 합하다고 단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 정보를 수집하고 이차 으로 이들 응답자로 하여  

동일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추천받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인원수만큼 표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이종승, 2009). 본 연구에서는 덩

이 표집 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지인  이러닝 학습경험이 있고 DIY 디자

인에 심이 있는 잠재 성인학습자 2명과 이 지인을 통해 동일한 조건  

특성을 지니는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 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보호를 하여 S 학교 연구심의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7일 최종 승인

(승인번호: IRB No. 1403/001-008)을 받은 후, 각 연구 상에게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참여 동의서([부록 6] 참

조)에는 상자의 익명성과 사생활보호  비 보장에 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며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시 언제라도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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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된 상자의 자료는 연구 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

지 않을 것이며 자료에 한 비 을 보장하기 해 연구자가 직  자료를 

잠  처리한 곳에 보 하고 암호 설정된 컴퓨터에서 분석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 다. 한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 하 다.  

나. 평가도구 

  학습자 반응 평가를 해 사용된 도구는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과 질문

지이다. 교육 로그램에 한 참가자의 반응 평가를 한 질문지는 의도된 

평가 목 에 합해야 한다(이성흠, 2005). 본 학습자 반응 평가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와 이를 용하여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  학업감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설계원리, 즉 

이러닝 로그램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해 4  척도의 선택

형 문항 14개와 개방형 문항 6개의 질문지를 개발하 다([부록 7] 참조). 학

습자 반응 평가를 한 선택형 설문 문항은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 반

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6개)과 설계지침별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 

세부 요소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8개)으로 크게 나뉜다. 학습자 반

응 평가를 한 개방형 심층면담 문항(6개)은 이러닝 로그램의 반 인 

강 , 약 , 개선 과 함께 정 학업감성, 부정 학업감성, 학업감성 조  

등의 학습  경험한 감성 상태나 반응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면담문항은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용한 이러닝 로그램의 

활용에 한 감성  반응을 심층 으로 물어 으로써, 설문에서 얻지 못한 

내용뿐만 아니라 설문 응답 결과의 원인과 같은 정보를 추가 으로 보완할 

수 있다.

     



- 129 -

다. 평가진행 차  자료분석 방법 

  학습자 반응 평가 차는 먼  연구참여자인 8인의 학습자가 이러닝 

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한 다음, 학습이 종료되는 시 에 연구자로부터 설

문지를 제공받아 선택형 문항에 해 응답하 다. 이후 심층면담을 통해 

개별 으로 련 의견을 제시하 다. 본 심층면담은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 

달리할 질문을 사 에 만들어놓는 반구조화된 형태를 취한다. 이상의 학습

자 반응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습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학습시

간, 설문과 심층면담을 포함하여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 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양  자료는 평균  표 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  자료는 Creswell(2005), Miles와 

Huberman(1994), Wolcott(1994) 등의 질  연구자가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코딩하기, 분류하기, 제시하기의 세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한 면담내용을 의미있는 진술로 묶어 코딩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계원리가 반 된 이러닝 로그램 부분(요소)에 한 학습자

의 학업감성 경험치를 심으로 분류하여 범주화를 반복 으로 거쳤다. 마

지막 단계에서는 최종 인 연구 결과를 표의 형태로 제시하 다. 

Creswell 
(2012)

Miles와 
Huberman 
(1994)

Wolcott(1994) 
본 연구 

단계 분석 략 

코드 

확인(코딩)

코드, 메모 

기록 
기술 ⇒ 코딩하기 

� 필사된 텍스트 자
료를 학업감성과 

련된 의미있는 
진술로 묶음 

범주들의 

연결

변수들 간의 

계 분해  

기록 

패턴화된 규칙 

확인 
⇒ 분류하기

� 코딩된 것을 학업
감성 유발요소와 
경험치를 연결하여 
반복 으로 범주화
함 

자료 제시 조, 비교

표, 차트, 도표, 

그림 등으로 

연구결과 제시 

⇒ 제시하기 
� 표 형태의 분석틀

로 연구결과 제시
함

[그림 Ⅲ-6] 학습자 심층면담 자료분석 단계  략 



- 130 -

 

  심층면담 내용을 코딩하기, 분류하기와 제시하기의 차에 따라 분석함

으로써 설문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이러닝 로그램을 사용하

면서 경험한 학업감성뿐만 아니라 해당 감성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 이러

닝 로그램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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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논의

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기 설계원리 

  본 연구의 목 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

하는 것이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개발  수정․보완되었다. 첫째,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기 설계원리를 도출하 다. 둘째, 기 설계원리에 한 이론 , 논리  검

토를 통해 설계원리를 수정․보완하 다. 마지막으로 교수설계자 상 설계

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설계원리의 타당화를 검증하

다. 본 장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의 개발 과

정과 개발된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

다. 

가. 기 설계원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의 이론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해 어포던스 기반 설계방법의 도구인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 즉  2차

원의 (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 X (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 매트

릭스를 개발하 다. 먼  련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감성  어포던스 설

계요소와 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학업감성 유발 이

러닝 구성요소인 매트릭스 행은 크게 상황  변인과 자아 변인으로 나 어 

각각의 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의 매트릭스 

열은 감성  어포던스 차원별로 본능  차원의 시지각 요소, 행동  차원

의 사용/상호작용 요소, 숙고  차원의 고유목 /기능  사회  계 요소

를 보여 다. 매트릭스 행과 열을 매핑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서의 양(+)의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시켜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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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  

상황 자아
(Cleveland-Innes &Campbell, 2012; 
Jarvenoja &Jarvela, 2005)

기술(Cleveland-Innes &Campbell, 
2012; Conrad, 2002; Zembylas, 
2008) 

과제(Cleveland-Innes et al., 
2007; Cleveland-Innes 
&Campbell, 2012; Jarvenoja & 
Jarvela, 2005)

교수맥락(Cleveland-Innes et al., 2007; 
Cleveland-Innes &Campbell, 2012; Jarvenoja & 
Jarvela, 2005)

사회  상호작용(김주혜, 2007; Calvo &D’Mello, 2010; 
Graesser &D’Mello, 2011; Jarvenoja &Jarvela, 2005; 
Zembylas, 2008; Cleveland-Innes et al., 2007; 
Cleveland-Innes & Campbell, 2012; Wosnitza & Volet, 
2005)

인터페이스(Juutinen et al., 2011; 
Juutinen & Saariluoma, 2006, 2007, 
2010; Kay & Laoverock, 2007)

학습과제 질(Wosnitza & Volet, 
2005), 양(김주혜, 2007), 
난이도(김혜온, 2007), 
유형(D’Mello & Calvo, 2011)

학습과정, 구조, 
단계, 활동 
등(김주혜, 2007; 
Conrad, 2002; 
Zembylas, 
2008Jarvenoja & 
Jarvela, 2005)

교수 피드백(O'Regan, 
2003; Jarvenoja & 
Jarvela, 2005) 교수자의 
메시지(Conrad, 2002; 
Jarvenoja & Jarvela, 
2005) 

교수자와 동료의 평가, 피드백(O'Regan, 2003), 력  
분 기(D’Mello & Calvo, 2011; Hsu, 2008; Jarvenoja & 
Jarvela, 2005), 교수자  동료와의 
의사소통/ 계성/연결성(O’Regan, 2003; Zembylas, 
2008)

이  경험(Jarvenoja & Jarvela, 2005; 
Wosnitza & Volet, 2005), 심, 취향, 
선호도(신민철, 정경석, 최용석, 2012; 
D’Mello & Calvo, 2011; Shen, Wang, 
& Shen, 2009), 감성역량 (D’Mello & 
Calvo, 2011)

감

성

 

어

포

던

스 

 

설

계

요

소  

   

본능  

차원 

시지각(Desmet, 2002;Jordan, 2002; 

Lim et al., 2008; Miller et al., 2006; 

Norman, 2004, 2007; Sanders,1992; 

Tiger,1992; van Grop & 

Adams,2012)

+
(인터페이스 

표 ) 

(학습자 개별 특성 고려)

행동  

차원  

사용/상호작용(Demir, 2008; Desmet, 

2002; Jordan, 2002;Lim etal., 2008; 

Miller et al., 2006Norman, 2004, 

2007; Sanders, 1992; Tiger,1992; van 

Grop & Adams, 2012)

+
(인터페이스 

조작) 

숙고  

차원 

고유목 /기능(Desmet, 2002; Jordan, 

2002;Lim etal., 2008; Miller et al., 

2006; Norman, 2004, 2007; Sanders, 

1992; Tiger, 1992; van Grop & 

Adams, 2012)

(학습과제 고려) +
(학습 활동) 

+
(학습 지원) 

사회  계(Demir, 2008; Jordan, 

2002; Norman, 2004; 2007; Sanders, 

1992; Tiger,1992; van Grop & 

Adams, 2012)

+
(사회  상호작용 지원)  

[그림 Ⅳ-1]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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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

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기 구성요소 차원 변인 상황 자아

본능  

차원
시지각

인터페이스 

이  경험, 

심, 취향 

선호도, 

감성역량 등 

인터페이스 표  

행동  

차원
사용/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조작 

숙고  

차원 

고유의 

목 /기능

 학습과제 질, 양, 

난이도, 유형 
학습 활동

학습 구조, 단계, 

활동 

교수피드백  

메시지 
학습 지원 

사회  계

교수자  동료의 

평가  피드백,  

교수자  

동료와의 의사소통

사회  상호작용 지원 

  기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의 이론  구성요소는 인터페이스 표 , 인터페이스 

조작, 학습과제, 학습활동, 학습지원, 사회  상호작용 지원을 포함한다. 이

론  구성요소를 도출할 때 설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해 감성  

어포던스의 개념  차원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이러닝 설계와 직 으로 

련된 구성요소로 재구성하 다. 구성요소  학습과제와 자아는 분석 

상에 해당하는 요소이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의 구

성요소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설계원리  지침에 개발 시 학습과제  

학습자 개발 특성을 극 고려하여 반 하 다. 결과 으로 기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의 이론  구성요소로 인터페이스 표 , 인터페이스 조작, 학습활동, 학습 

지원, 사회  상호작용 지원을 도출하 다.

 

<표 Ⅳ-1>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이론  구성요소 

 

  기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구성요소에 따른 일반 설계원리  상세지침을 구조

화  정교화를 해 유사한 내용의 지침들은 통합하여 재진술하 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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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 설계원리  지침 

인터페이스 
표

1. 친근감(Familiarity)  원리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하라(정병용, 2012; Astleitner & Leutner, 2000; Hiroyuki, 2008; Rogers, Sharp, 
& Preece, 2011; Weinschenk, 2011)

1.1. 화면 컨셉트,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활용하라(김희철, 2006; 유명환, 2006 유명환 & 

성 아, 2007; 이수도, 송정수, 2013; Delfino, Dettori, & Persico, 2008; Hiroyuki, 

2008; Kimar et al., 2004; Norman, 2007) 

1.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김효 , 

박수진, 2010; 손 지, 2010; 이수동, 송정수, 2013; 유명환, 성 아, 2007; 

은혜 , 김 석, 2011; Hirumi, 2002; Lohr, 2008; Walter, 2011) 

1.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에이 트 등의 캐릭터를 설계 시, 주요 
감성별 친근한 외 (얼굴표정, 제스처 등)을 설계하라(Du Boulay, 2011; 

Clark & Mayer, 2012, D’Mello & Calvo, 2011; Feidakis et al., 2011; Romero & 

Watson, 2010; Veletsianos, 2010, Weinschenk, 2011)

2. 심미 (Aesthetics)  원리

▌ 시각  주의, 심, 흥미 등을 이끌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하라(진경아, 2012; 황신웅, 이선아, 손 우, 2009; 교수; Hassenzahl, 2004; 
Lavie & Tractinsky, 2004; Norman, 2004, 2005; Parrish, 2005, 2009;  Schwier& 
Misanchuk, 1993)

2.1. 다양한 학습기기와 화면사이즈에도 화면이 잘리지 않고 매력 인 
이아웃을 설계하라(신재욱, 황진원, 2012; 조경자, 선지 , 환 희, 2004; 

한정민, 2010; Beaird et al., 2010) 

2.2. 화면이 난잡하거나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라(김교완, 송 훈, 2006; 김민아, 2010; 이수동, 송정수, 2013; 이정희, 
이재무, 2007; 조경자, 선지 , 환 희, 2004; 진경아, 2012; Beaird et al., 2010; 
Willats, 2004; Wilson & Challis, 2004) 

2.3. 감성을 자극하여 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모션그래픽,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라(정승은, 
2002; 손민정, 2005; 정지미, 2006; 황진원, 2012; Beaird et al.; 2010) 

들 간의 공통된 핵심 인 설계원칙을 기 으로 범주화하여 그것들을 포

할 수 있는 상  내용으로써 일반 설계원리를 개발하 다. 기 이러닝 환

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5개의 설계 구성요소를 기 으로 10

개의 일반 설계원리와 33개의 상세 설계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2>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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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조작

3. 통제가능 (Controllability)  원리

▌ 학습경로 이동과 학습환경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라(김혜온, 2007; 
Baxley, 2003; Lynch & Horton, 2008; Ssemugabi & De Villers, 2007; Tzvetanova, 
2008; Weinschenk, 2011)

3.1. 원하는 학습페이지 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학습맵, 학습길잡이 등의 
다양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설계하라(김혜온, 2007; 유명환, 2006; 
조미헌 외, 2010; Chuah, Chen, & Tech, 2011; Head, 1999) 

3.2. 재의 학습 치를 쉽게 확인하고 다음 학습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3.3. 인터페이스의 외 (배경화면 테마, 색상 등)을 학습자 자신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스킨 선택권을 
제공하라(Brinkman & Fine, 2005; Fine, 2005; Fine, 2008; Jarvenoja & Jarvela, 
2005; Quinn, 2006; Tzvetanova, 2008)

3.4.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김주혜, 2007; 한국U러닝연합회, 2007; Quinn, 2006)

4.  사용용 (Easy of Use)  원리

▌ 로그램 사용법을 쉽게 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O'Regan, 2003; Juutinen 
& Saariluoma, 2010)

4.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는 오리엔테이션(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을 
사용 기에 제공하라(백 균 외, 2010; Juutinen & Saariluoma, 2010; 
MacFadden et al., 2005) 

4.2. 로딩, 다운로드 등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안내 로그래스 바나 문구를 제공하라(김혜온, 2007) 

4.3.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김혜온, 2007; Head, 1999; Juutinen et al., 2011; Saariluoma & 
Kayttajapsykologia, 2004)

학습활동 5.  놀 (Playfulness)  원리

▌ 놀이와 같이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하라(Hartson & Pyla, 2012; Wang & 
Kang, 2006) 　 

5.1.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유머,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설계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Mello & Calvo, 2011; 
Garrison et al., 2000; MacFadden et al., 2005; Quinn, 2006; Rourke et al., 2001; 
Swan, 2002) 

5.2. 유머러스한 그림, 사진, 음악,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사 (warm-up)학습활동을 제공하라(김은진, 강인애, 2011; 
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elfino & Persico, 
2011; Gross & Levenson, 1995; Iverson, 2005; Picard et al., 2001; Quinn, 2006) 

5.3. 놀이와 같은 시뮬 이션, 게임 등을 제공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Mello & Calvo, 2011; Frasson, Chalfoun, 2010; Iverson, 2005; 
Quinn, 2006)

5.4. 흥미로운 문제나 내용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을 
제공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Glaser-Zikuda et al., 2005;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3)

5.5. 도 이고 상호작용 인 게임방식(정오답 기회, 힌트, 보상 등)의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활동을 설계하라(안성혜, 
송수미, 2009; 이학수, 도 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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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 (Clarity)  원리

▌ 명확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활동을 제공하라(Glaser-Zikuda et al., 2005)

6.1. 학습 주제, 난이도/수 , 분량, 자료 등에 따른 학습구조도를 
설계하라(김주혜, 2007; Jarvenoja & Jarvela, 2005, 2009; Pekrun, 2011; Wosnitza & Volet, 
2005) 

6.2. 학습목표와 평가활동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세한 채  
기 을 제공하라(김주혜,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O'Regan, 2003) 

학습지원 7.  간미(Humanity)  원리

▌ 간적  측면을 고려한 공감 인 교수피드백, 메시지 등을 
제공하라(Rowe, 2005) 

7.1. 학습 , 환 메시지(welcoming messages) 는 
아이스 이킹(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김은진, 강인애, 2011; 

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elfino & Persico, 
2011; Gross & Levenson, 1995; Iverson, 2005; Picard et al., 2001)

7.2. 학습  학습자 자신의 감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출 감성에 
따라 한 처방(콘텐츠 유형 등) 는 피드백(격려 메시지, 도움, 
안내 등)을 제공하라(김동식, 1998; 이승미, 송기상, 2007; 홍승우, 2012; 
황 숙, 2011;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Glaser-Zikuda et al., 
2005; O'Regan, 2003; Rowe, 2005; Reilly & Gallagher-Lepak, 2012; Tzvetanova, 
2008)

7.3. 학습수행 피드백은 사회비교  거(당신의 성 은 체의 간 
정도에 해당됩니다)과 함께 개인 내 인 거(이 에 비해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는 학습목표에 근거(당신은 00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하여 칭찬스티커, 격려 메시지 등을 제공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O'Regan, 2003: Rowe, 2005) 

7.4. 학습자 개인의 학습진도, 과제완수 는 학습결과에 따라 칭찬(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아바타 꾸미기 등) 는 격려 
메시지를 제공하라(이학수, 도 임, 2012; Lee, 2013; Bulger, Mayer, & 

Almeroth, 2006) 

8.  균형감(Balance)  원리

▌ 학습  개인의 삶에 학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하라(Rowe, 2005)

8.1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습을 한 시․ 공간 학습 리 략, 력 
과제 수행 략 등을 안내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Glaser-Zikuda et al., 2005;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3; Rowe, 2005) 

8.2. 과제물 제출 마감기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신축성 있는 스 을 
마련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Row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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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호작용 

지원 

9.  아개 (Self-disclosure)  원리

▌ 부담 없이 자신의 학습경험, 감성, 의견, 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Garrison et al., 2000; Rourke,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1; Swan, 
2002) 

9.1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나 사진을 올려 비형식 인 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게시 (autobiographical boards)을 설계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3; Rourke et al., 2001; Wang & Kang, 2006) 

9.2 학습 련 질문, 문제, 어려움, 유용한 정보 등을 드러내며 교사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김혜온, 2007; 유명환, 2009; Astleitner, 

2000; Delfino & Manca, 2007; Delfino & Persico, 2011; Dickey, 2004; 
MacFadden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Lehman, 2006; 
O’Regan, 2003; Reilly, Gallagher-Lepak, & Killion, 2012; Rourke et al., 2001; 
Rovai, 2002; Swan, 2002; Wang & Kang, 2006; Wrede, 2003)

9.3. 자신의 감성에 해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김경, 김동식, 

2003; 박태정 외, 2012;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Cobb, 2009;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5; Rourke,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1) 

9.4.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상징하여 
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안성혜, 송수미, 2009; Lee, 2013; Reeves 

& Read, 2009)

9.5. 체 그룹 게시 에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작은 그룹에서 먼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라(MacFadden et al., 2005) 

10.  결 감(Solidarity)  원리

▌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며 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everino & 
Messina, 2011)

10.1. 커뮤니 이션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커뮤니 이션할 수 있도록 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Severino & Messina, 2011) 

10.2 교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상황을 
알아내기 해 하고 도와  수 있도록 설계하라(As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Severino & Messina, 2011) 

 

  구성요소별 설계원리를 살펴보면, 각 구성요소별 2개의 설계원리를 포함

하고 있으면 각각의 설계원리는 2-5개의 상세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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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가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A B D F 

련문헌 탐색의 

성

4 3 4 4 3.8 0.5 1.0 0.8 

용어의 표성  

성 

3 2 3 3 2.8   0.5 0.8   

련문헌 고찰 

결과 요약  

해석의 성  

3 4 4 4 3.8   0.5 1.0   

조직화의 논리성 

 성 

2 2 3 4 2.8   1.0 0.5   

련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 

2 3 3 3 2.8   0.5 0.8   

 설계원리 내  타당화를 해 수행된 문가 검토는 비, 1차, 2차의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 문가 비검토 

  설계원리 내  타당화를 해 수행된 문가 비 검토(expert 

preliminary review)는 이러닝 교수설계 문가 2인, 이러닝 시스템설계 

문가 1인,  시각설계 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을 상으로 수행되었

다. 본 4인의 문가는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 , 문제, 이론  배경을 

먼  숙지한 다음,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기 설계원리를 검토하

다. 문가 비검토를 해 타당화 검사와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는데 타

당화 검사에서는 문가가 탐색된 련문헌이 합한지, 사용되는 용어가 

한지, 내용이 논리 으로 하게 조직화되었는지, 그리고 문헌고찰 

결과가 잘 요약, 해석  반 되었는지를 4  척도에 따라 응답하 고 이

후 실시된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는 문가가 타당화 검사 항목 련 추

가 인 의견과 함께 연구 반에 걸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 다. 

<표 Ⅳ-3> 설계원리 개발과정의 타당성에 한 문가 비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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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비검토 결과에 따르면, 평균 3  이상의 련문헌 탐색의 합

성(3.8 ),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해석의 성(3.8 ) 역은 비교

 타당하나, 평균 3  미만의 용어의 표성  성(2.8 ), 조직화의 

논리성  성(2.8 )과 련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2.8 ) 역

은 다소 타당성이 떨어짐을 보여 다. 용어의 표성  성과 조직화

의 논리성  성 역에서 2 (타당하지 않다)을 부여한 문가 B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도출된 구성요소  설계원리가 교수설계 역에서 공

인된 용어와는 다소 거리감이 존재하며 조직화에 있어서도 계가 하

지 않은 경우가 보인다고 하 다. 반면 조직화의 논리성  성(2.8 )

과 련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 역에서 2 (타당하지 않다)을 부

여한 문가 A는 선행문헌의 학문분야가 다양하여 참조한 문헌의 수는 상

당하나 이를 다소 부 하게 조직화하 고 구성요소와 설계원리 반 에는 

미흡하다고 언 하 다. 

  타당화 검사  심층면담으로 진행된 문가 비검토를 통해 취합된 수

정․보완 사항  개선요구 사항을 범주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요소, 설계원리를 설명하기 해 사용되는 용어들이 성과 표성

을 갖고 일 되고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구성요소  

인터페이스 표 과 인터페이스 조작에서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혼동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교육공학 분야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학습화면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도

출된 구성요소와 설계원리의 연결성 그리고 설계원리와 설계지침과의 연결

성이 좀 더 명확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들 간의 상호 계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재

구조화를 통해 등하지 않은 수 에 있는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로 자아개방성과 결속감의 원리는 서로 등

하지 못하여 설계지침을 보면 하나의 설계원리로 통합될 수 있다. 셋째, 설

계지침의 경우는 구체 인 기술  구 방안을 보여  수 있도록 시를 따

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등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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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정․보완 사항 

구성요소 

� ‘인터테이스 표 ' 과‘인터페이스 조작‘보다는  

보편 으로 사용되는‘학습화면'과‘인터페이스’로 

용어 변경함  

� ‘사회  상호작용 지원’은 인간 상호작용  

사회 (사교 ) 내용의 상호작용만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인지 , 사회 , 감성  내용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 인간 상호작용 지원’으로 수정함 

설계원리 

� ‘결속감’원리의 설계지침은 ‘자아개방성’ 원리에도 

해당되므로‘자아개방성’과‘결속감’은 통합하여 

‘자아개방성’으로 명명함 

설계지침 � 설계지침의 시를 따로 분리하여 표기함  

면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가 구성에 있어 이러닝 개

발 업 문가와 교육심리 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이상의 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추후 문가 패 에 교수매체, HCI, 교

육심리 문가  이러닝 개발 업 문가를 추가하여 문가 검토를 수

행하 다. 한 문가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기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은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사항이 반 되어 재구조화되었다. 

<표 Ⅳ-4> 기 설계원리에 한 문가 비검토 결과 

  2) 1차 문가 검토 

  가) 설계원리 반 검토 

  련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기 설계원리를 이론 , 논리  측면에서 

개선하기 해 문가 검토를 실시하 다. 1차 문가 검토는 4인의 문

가를 통해 수행된 비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된 설계원리 반에 한 검

토와 수정된 설계원리를 구성하는 개별 일반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한 

검토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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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가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A B C D E F G H

타당성 3 3 3 2 3 3 3 3 2.9 0.4 0.9 1.0 

설명력 2 3 3 3 2 3  3  3 2.8 0.5 0.8

유용성 4 3 4 4  3  4  4  4 3.8  0.5 1.0  

보편성 2 3  4  3  2  4  3  3  3.0  0.8 0.8  

이해도 3 4  3  2  3  3  3  2  2.9  0.6 0.8  

설계구성요소-설계원리

연결의 타당성 
3 3  3  2  4  3  4  3  3.1  0.6 0.9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2 3  3  2  3  3  3  3  2.8  0.5 0.8  

 먼 , 설계원리 반에 한 문가 검토 항목은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의 다섯 개의 항목과 함께 상 요소  하 요소와의 연결

에 한 타당성을 묻는 두 개의 항목을 더하여 총 일곱 개의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표 Ⅳ-5>는 설계원리 반에 한 문가 검토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표 Ⅳ-5> 2차 설계원리 반에 한 1차 문가 검토 결과

  설계원리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력 측면의 평균 값은 

2.8 에서부터 3.8 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평균 3.8 의 유용성 측면의 

타당화 결과는 반 인 설계원리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3  미만의 타당

성, 설명력, 이해도, 설계원리-설계지침의 타당성 측면은 다소 수정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타당성, 설명력 측면 외에 2  이하의 부정  평가 수가 

하나씩 부여된 보편성, 설계구성요소-설계원리의 타당성의 타당성 측면도 

추가 개선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반 인 설계원리에 한 1차 문가 검토 의견(<표 Ⅳ-6> 참조)을 살펴

보면, 첫째, 구성요소  설계원리가 이러닝 설계 작업 순서  수 을 고

려하여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과 둘째, 체 으로 감성 요소와 련된 

표 을 사용하거나 추가하여 재진술되어야 한다는 과 셋째, 상세설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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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가 의견 수정․보완 사항 

재구조

화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의 순서 

 계 

조정( 문가 A, B, 

D, E)

� 인간의 감성정보처리 단계와 동일한 설계 차

원에 따라 나열된 구성요소의 순서를 설계  

개발 작업의 실제 인 로세스를 반 하여 

재배열함(설계원리 6 은 설계원리 1, 설계원리 

5는 설계원리 2, 설계원리 7은 설계원리 3, 

설계원리 8과 9 는 설계원리 4, 설계원리 4 는 

설계원리 5, 설계원리 3은 설계원리 6, 설계원

리 2는 설계원리 7, 설계원리 1 은 설계원리 

8로 순서 변경함)  

� 설계원리  설계지침은 재배열된 구성요소에 

따라 체 으로 계  수 을 조정하여 재

조직함 

구성요소의 

통합( 문가 A, D) 

� ‘ 인간 상호작용 지원’은 ‘학습 지원’과 

독립 으로 분리할 수 없기에 통합하여 ‘학

습 지원’으로 변경함 

표  

명확화 

 

구체화

감성 요소에 한 

표 이 잘 

드러나야 

함( 문가 A, B, 

C, D, E, F) 

� 설계지침이 목표로 하는 학업감성을 명확하게 

표시함(별도의 공간에 의도하는 정 감성과 

부정 감성을 제시)

진술 

수정( 문가 C, D, 

G) 

� 체 원리  지침의 진술을 간결하고 일 되

게 수정함

침의 경우 설계원리와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체 인 기술방안, 

시 설명 문구나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이 언 되

었다. 

<표 Ⅳ-6> 반 2차 설계원리에 한 1차 문가 의견  수정․보완사항 

  나) 개별 설계원리  지침 검토 

 

  총 9개의 설계원리와 33개의 상세 설계지침으로 구성된 이러닝 환경에서

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를 한 개별 설계원리  지침에 한 문가 1

차 타당화 검토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상세내용은 [부록 8]에 제

시되었다. 각각의 설계원리  설계지침에 한 문가 검토 결과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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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견 

구분
수정․보완 사항 

통합 

� 원리 8 ‘균형감의 원리’를 원리 7‘인간미의 원리’에 통합

한 후 삭제함 ( 문가 B, D) 

� 지침 3.1 과 3.를 통합함 ( 문가 A, D, E) 

� 지침 7.3.과 7.4.를 통합함 ( 문가 A, C, D) 

추가 � 지침 6.3. 추가( 문가 A, F)

삭제 � 지침 8.1 삭제( 문가 B, G) 

분리 � 지침 7.2 를 두 개의 지침으로 분리( 문가 C, E, F)

표 의 
명확화 

 
구체화 

시 
제시

� 지침 2.1, 2.2, 2.3, 3.4, 6.2 에 한 구체 인 시 는 기술  

구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도, 설명력 높임 ( 문가 A, B, D, 

E, F) 

용어 

수정 

� 원리 2 ‘심미성의 원리’에서 ‘호감의 원리’로 변경함( 문

가 A, F)  

� 원리 3 ‘통제가능성의 원리’는 ‘자율성의 원리’로 변경함

( 문가 E, G) 

� 원리 4 ‘사용용이성의 원리’는 ‘안정감의 원리’로 변경함

( 문가 A, B)

� 원리 6 ‘명확성의 원리’는 ‘ 정성의 원리’로 변경함 (

문가 A, C, D) 

내용

진술 

수정 

� 지침 2.2, 2.3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함( 문가 F, H)

� 지침 3.3. 스킨 선택권 외 도우미 캐릭터 선택권을 추가함( 문

가 F, G, H) 

� 지침 5.3. 학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정함( 문가 A, B, D, F) 

� 지침 8.2 기한 연장이 오히려 학습지연  실패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한 처방이 뒤따라야 함( 문가 B, D, G)

� 지침 9.1 익명성에 한 선택권 부여( 문가 G) 

� 지침 9.2 학습결과물도 포함시킴( 문가 C) 

은 2.6 에서 3.9  까지 분포되어 있다. 설계원리  3개와 설계지침  5

개 항목이 CVI가 0.8 미만으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제외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  이하의 부정  평가 수가 하나씩 부여된 보편성, 

설계구성요소-설계원리의 타당성의 타당성 측면도 추가 개선 작업이 필요

함을 제시한다. 개별 설계원리나 상세지침에 한 문가 검토 의견과 그

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7> 개별 2차 설계원리에 한 1차 문가 의견  수정․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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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설계원리에 한 1차 문가 검토의견에 따른 통합, 추가, 삭제, 분

리, 수정 등으로 말미암아 9개의 설계원리는 8개의 설계원리로, 33개의 설

계지침은 32개의 설계지침으로 변경되었다. 

  타당화를 한 문가 면담 결과 주로 언 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

으로 표 할 필요가 있다,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측면과 기

술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진술 수정이 요구된다, 복되는 설계지침은 통

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하고 추가할 것

은 추가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먼  도출된 설계원리  설계지침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 으로 표 해

야 함을 지 하 다. 무 일반 으로 표 되어 있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

다는 지 사항에 따라 설계지침 1.2, 1.2, 2.1, 3.4, 4.3 항목은 기술  구

방법이나 시를 설명을 추가하여 구체화시켰다. 한 체 원리  지침

의 표 에 있어 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간결하고 일 되게 수정하 다. 

그리고 설계원리 2, 3, 4, 6의 용어는 원리에 한 설명부분을 하게 반

하지 못한다는 지 에 따라 문가가 추천한 용어로 수정되었다. 지침 

5.3, 8.2, 9.1의 경우는 교수․학습 측면에 한 고려를 통해 내용이 수정되었

다. 따라서 지침 5.3은 학습내용과 련시켜 학습활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지침 8.2는 학습성공을 한 한 처방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지침 

9.2는 학습결과물도 포함시켜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지침 

9.1은 소극 , 내성  학습자를 고려하여 익명성 보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반면, 지침 3.3의 경우는 테크놀로지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설계원리  지침의 통합, 분리, 삭제, 추가와 련된 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원리 7과 8, 9

와 10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 다음 설계원리 8, 10을 삭제하 다. 한 지

침 3.1과 3.2, 지침 7.3과 7.4도 복된 내용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표 하

다. 그리고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6.3은 추가되었고 지침 7.2는 

두 개의 지침으로 분리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 하여 분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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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가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A C D E F G H

타당성 4 4 4 3 4 4 3 3.7 0.5 1.0 1.0 
설명력 3 4 3 4 3 3 4 3.4 0.5 1.0 

유용성 4 4 4 3 4 4 4 3.9 0.4 1.0 

보편성 4 4 3 3 4 3 4 3.6 0.5 1.0 

이해도 3 4 3 3 3 3 4 3.3 0.5 1.0 
설계구성요소-설계

원리 연결의 
타당성 

3 3 4 4 3 4 4 3.6 0.5 1.0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4 4 4 3 4 3 4 3.7 0.5 1.0  

각 지침별 구체화 작업을 수행하 다. 

  3) 2차 문가 검토 

  가) 설계원리 반 검토 

  설계원리 반에 한 문가의 2차 타당화 검토 결과, CVI와 IRA가 0.8

보다 높으므로 반 인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은 여러 기 에 모두 

타당하며,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재의 설계원리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원리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와 이해가능한지에 해서는 평균 3.5  미만으로 나타나 

여 히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Ⅳ-8> 3차 설계원리 반에 한 2차 문가 검토 결과

 

  설계원리 반에 한 문가의 주요 의견은, 첫째, 일부 설계원리에서 

설계원리 명칭과 설명 부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둘째, 상세지침

의 의도 학업감성은 주된 목표로 삼는 핵심 학업감성 순으로 재정리할 필

요가 있으며 학업감성조  지원과 련된 지침도 다른 지침과 동일한 방식

으로 목표로 하는 정, 부정 감성으로 나 어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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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세지침별 시 사례에 한 시각 자료의 추가가 요구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나) 개별 설계원리 검토 

  총 8개의 설계원리와 32개의 상세 지침으로 구성된 3차 설계원리 에서 

개별 설계원리  지침에 한 문가의 2차 타당화 결과는 다음 <표 Ⅳ

-9>과 같다. 상세내용은 [부록 9]에 제시되어 있다. 

  개별 설계원리에 한 타당화 검토 결과,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의 평가 

수는 평균 3.0 에서 4.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VI, IRA

는 모든 항목에서 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7인의 문가는 재의 설계

원리와 상세 지침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설계원리와 지침에 한 문가들의 검토 의견은 표 의 구체화  

명확화에 한 수정요청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개별 설계원리 표 의 구

체화  명확화를 해 문가 개선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 다. 



- 147 -

문가 

의견 구분  
수정․보완 사항 

용어 수정

� 원리 2. ‘놀이성의 원리’를 ‘유희성의 원리’로 수정( 문가 

D, E)

� 원리 6. ‘자율성의 원리’를 ‘개인화의 원리’로 수정( 문가

A, C, D)  

� 지침 4.1. ‘커뮤니 이션’을 ‘의사소통’으로 일 되게 표

( 문가 G)

내용진술 

수정 

� 원리 1( 문가  A, C, D), 원리 2( 문가  E, G), 원리 3( 문가 

G, H), 원리 4( 문가 D, E), 원리 5( 문가 A, E, F), 원리 6(

문가 A, D, E) 설명부분 재진술 

� 지침 1.1&1.2. 자신만의 학습계획, 학습목표 등 설정가능하도록 

수정함( 문가 F, G)

� 지침 1.3.‘수료 기 ’추가( 문가 C) 

� 지침 2.2. ‘사 ’을 ‘ 비’로 수정( 문가 C) 

� 지침 3.1. ‘개인이름을 호명하는 것’을 추가( 문가 C, G) 

� 지침 4.5.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의 진술 치를 수정

( 문가 F G) 

� 지침 4.6.  ‘비실시간’을 ‘비실시간 뿐만 아니라’으로 수정

( 문가 G) 

� 지침 4.7. ‘ 로필을 작성’을 ‘ 로필을 작성  편집’으로 

수정 ( 문가 F, H)

� 지침 6.2.‘진행조 ’을  ‘학습진행 조 ’로 수정( 문가 D) 

� 지침 8.1. ‘친근한’을‘친근한 아날로그 느낌의’ 으로 수정

( 문가 F, G) 

� 체 원리  지침의 진술을 간결하고 일 되게 수정함( 문가 

C, D, G) 

시 수정  
� 지침 반에 걸쳐 구체 인 시 는 기술  구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력 높임( 문가 A, D, E, F)
� 시 열을 의도 감성 열 뒤로 치 이동( 문가 A, G) 

<표 Ⅳ-9>  개별 3차 설계원리에 한 2차 문가 의견  
수정․보완사항 

다.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4차 설계원리가 실제 설계 활동에 

실제 설계 활동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내  타당화 작업으로 

세 명의 교수설계자 상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사용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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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설계자 

구분 

용 

지침 
용  화면 용 후 화면

 I

지침 

1.1. � 2-3개 차시를 임의로 묶
어 하나의 모듈로 구성됨

� 모듈간 학습내용의 주제
가 첩되는 경우가 있음

� 동일한 학습내용 주제에 해당하는 
차시들을 묶어 하나의 모듈로 구
성함

� 본 학습구조를 통해 자신만의 학
습시간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면 좋을 듯함

지침 

3.2.

� 동 상 시청 시간만 보여

주는 진도표 제공됨 

� 개인 내  거에 따른 격려 메시

지 제공함 

가는 5-7년의 이러닝 콘텐츠 는 시스템 설계 경험을 가진 세 명의 교수

설계자 3인을 상으로 하여 설계원리를 반 하여 실제 인 스토리보드 개

발을 실시한 다음 설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사용성 평가는 세 명의 

교수설계자가 설계원리를 사용하여 기존 이러닝 로그램을 재설계하여 스

토리보드를 개발하고 이후 설문과 심층면담에 참여하 다. 

  1) 이러닝 스토리보드 개발 

  먼  교수설계자는 기존 이러닝 로그램의 본 설계원리 반 정도를 확

인한 다음 반 되지 않았거나 반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설계원리에 해

서 스토리보드를 개발하 다. 이와 련된 교수설계자별 스토리보드 개발

물 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Ⅳ-10> 사용성 평가 결과 개발된 이러닝 스토리보드 사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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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지침 

2.5.

-

-

� 부정 감성이 발생 시 기분 환을 

해 일정 시간 동안 쉬어가기 학

습자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

� 이미지, 동 상,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제공 

지침 

3.3.

-  

�

-

� 과제 제출 연장 버튼 제공함 

� 학습시간표, 모바일 알림 설정 등

의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연장된 

과제 제출기한에 한 시간 리

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지침 

3.4.

� 감성 표  불가함 � 학습과정  감성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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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지침 

3.1.,  

8.1.   
� 로그인 후 일반 으로 제

시되는 인사메시지인 

‘000님, 안녕하세요?’ 

제시됨 

� 별도의 시각  메타포를 

사용하지 않음

� 로그인 후 ‘하이 이 ! 000님의 

강좌목록을 불러왔습니다’의 환

메시지 제시함 

� 지식나무 열매를 강좌로 은유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는 배경화면을 

설계함 

지침 

6.3.

-

-
� 배경화면의 디자인테마, 색상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교수설계자 3인은 이러닝 스토리보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설계원리

를 용한 사례화면을 개발함과 동시에 추가 인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하

다. 교수설계자 I는 지침 2.5.와 련하여 쉬어가기학습활동으로 웹툰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 다. 그리고 교수설계자 J는 지침 3.3.와 련한 과제

제출 연장 기능에 더하여 학습시간표, 모바일 알림 설정 등의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연장된 과제 제출기한에 한 시간 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교수설계자 K는 지침 6.4.와 련하여 

배경화면의 색상뿐만 아니라 디자인테마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함께 제안하 다. 이상의 교수설계자 의견은 설계지침의 진술문 는 시 

 구 방안 항목에 추가하여 반 하 다. 

  2) 설계원리 반에 한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에 활용된 설계원리  지침은 선행문헌 검토  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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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용성 평가 항목
교수설계자 

평가 평균
표
편자

CVI IRA
I J K 

설계원리 

반에 

한

평가

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원리를 사용하면 쉽게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3 3 4 3.3 0.6 1.0 
1.0 

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원리에 따라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4 4 4 4.0 0.0 1.0   

설계지침

에 한 

평가 

3.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지침은 이러닝 로그

램 설계를 세부 으로 안내해

다. 

3 3 3 3.0 0.0 1.0   

4.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지침은 이러닝 로그

램 설계에 도움이 된다. 

4 4 4 4.0 0.0 1.0   

이러닝 

로그램

에 한 

기  

5.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원리에 따라 설계된 

이러닝 로그램은 학습자들의 

학업감성에 정  향을 미칠 

것 같다. 

3 4 3 3.3 0.6 1.0   

6.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원리에 따라 설계된 

이러닝 로그램은 설계원리 없

이 설계된 이러닝 로그램보다 

학습자의 학업감성에 정  

향을  것이다. 

3 4 4 3.7 0.6 1.0   

2차 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된 4차 설계원리를 용하 다. 다음 <표 Ⅳ

-11>은 이러닝 설계 문가 3인이 수행한 사용성 평가  설계원리  지

침 반에 련된 설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Ⅳ-11> 설계원리 반에 한 사용성 평가 결과   

  

  평가 문항에 한 교수설계자의 반응은 평균 3.0 에서부터 4.0 까지 분

포되어 있으며 CVI와 IRA 모두 1로 나타났다.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은 

한 기 에 부합하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다고 해석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선행문헌  문가 검토를 통한 설계원리  지침은 사용성 측면

에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항목 2와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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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약  

� 설계원리  지침별 목표 감성을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함( 문가 I, J, 

K) 

�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이 잘 조

직화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 설계를 

쉽게 이끌어 갈 수 있음( 문가 J, K) 

� 보설계자도 이해하기 쉽고 설계하기 

쉽게 실제 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

음( 문가 I)

� 설계지침의 배열에 있어 학습과

정에 한 고려가 부족해보임

( 문가 I)

� 학습화면  인터페이스 설계와 

련된 설계지침 부분에 한 

이해가 다소 힘듦( 문가 J, K)  

해서는 세 명의 교수설계자가 모두 가장 높은 수를 부여하 다. 이는 본 

설계원리  지침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로그램 설계에 

도움이 되고 실제 으로 용 가능함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3) 개별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 

  교수설계자 상 개별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 결과([부록 10] 참

조),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의 평가 수는 평균 3.3 에서부터 4.0  사이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VI, IRA는 모든 항목에서 1인 것으로 나타

나 3인의 교수설계 문가는 재의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이 상당 부분 타

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설계자는 설계원리에 따라 스토리보드를 개발한 다음 실시된 면담을 

통해 설계원리 사용에 한 평가의견을 제시하 다. 먼  설계원리의 사용

성 평가에 참여한 교수설계자가 언 한 본 설계원리의 강 과 약 은 다음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설계원리의 강   약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에 한 반 인 평가는 설계와 직  

련성이 있는 설계 역별로 구성요소는 잘 분류되어 있고 설계원리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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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 설계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설계지침은 설계원리별 구체 인 

구 방안에 해 잘 설명해주어서 설계에 효과 이라는 의견이 공통 으로 

있었다. 

  설계지침의 경우, 학습과정을 반 하여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가 의견에 따라 설계지침은 수업 과정을 고려하

여 동일 설계원리 역 내 순서이동을 통해 재배열하 다. 한 4차 설계

원리에도 시  기술구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실제 로토타입 설

계에 매우 유용했지만 더 많은 사례가 제시된다면 보설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련된 문가 K의 의

견은 다음과 같다. 

설계지침에 사례로 제시된 가 있어 설계할 때 감을 잡기 쉬웠

어요. 8.1과 8.2처럼 구체 인 시각설계 시 이미지는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어요. 견 교수설계자 뿐만 아니라 보 교수설계자

도 쉽게 활용가능하도록 많은 시를 제공하 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체 인 설명이나 개발 사례를 이미지 형태로 제시하면 좋

을 것 같아요. 특히, 학습화면 부분이나 인터페이스 역에 있어 

시각  자료가 많으면 설계 구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듯해요. 서

술 인 설명을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시각  자료 시가 많은 것

이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가 K).   

  이에 사용성 평가에서 문가가 개발한 산출물  표 인 사례를 캡쳐

하여 이미지 형태의 설계지침의 시로 추가하는 반면 설명부분도 좀 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수정하 다. 마지막으로 문가의 의견  개별 설

계지침에 한 개선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튜터 에이 트, 도우미 에이 트를 한 캐릭터 사용 자체에 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학습자가 상당할 듯합니다. 이는  M

사 강아지 도우미 캐릭터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듯 해요. 캐릭터 사용은 학습자마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 같

습니다. 특히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캐릭터 사용정도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학습자가 캐릭터 모양을 꾸  수 있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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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캐릭터 자체를 사용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더 요하다고 생각해요( 문가 J).

학습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친근하게 느끼는 메인화면 컨셉, 메

뉴, 아이콘 등이 많이 다를 듯 해요. 를 들면, 등학생와 성인

학습자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을 듯 해요. 시각  메타포 설계에 

있어 학습자의 특성만큼이나 요한 것은 학습내용인 것 같아요. 

학습내용을 상징하면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를 제공

하면 정말 좋을 듯해요( 문가 I).

  이상의 문가 제안에 따라 지침 6.3.과 8.1.의 진술문을 수정하거나 

는 시  구 방안 항목에 추가하 다. 지침 6.3.의 경우는 배경화면 스

킨 옵션뿐만 아니라 캐릭터 형태와 캐릭터 사용 유무에 한 옵션도 제공

하도록 수정하 고 지침 8.1의 경우는 학습자 연령  성별, 학습내용을 고

려하여 시각  메타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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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 

가. 설계원리 용 이러닝 로그램 개발 

  이러닝 로그램은 사용성 평가를 거쳐 수정된 설계원리  지침을 용

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러닝 로그램 과목명은‘카드보

드 활용 DIY제품디자인’이다. 개발 구 된 학습과제는 6모듈 15차시 ‘아

두이노와의 만남-제품에 생명을 불어넣자’이다. 이러닝 로그램의 체 

화면은 크게 학습지원메뉴, 학습흐름도, 제어  이동바, 학습창으로 구성

된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 메인화면  

  이러닝 로그램의 설계 역과 학습흐름을 기 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따라 사례화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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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닝 학습활동 역 숙고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이러닝 환경에서의 숙고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하기 해 학

습자들이 학습성공을 정 으로 상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활동과 놀이

와 같은 유희 인 학습활동을 제공하 다. 

 ⦁ 정성(Positiveness)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은 학습자들이 학습성공을 정 으로 상상할 수 있

도록 돕는 학습활동으로 체 학습내용 개 보기(overview)를 통해 나만의 

학습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작성할 수 있는 학습활동, 차시별 학습단계를 통

해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는 학습활동, 그리고 평가  수료 기 을 확

인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 다. Conrad(2002)에 따르면, 학습자는 온

라인 수업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학습을 효과 이고 체계 으로 시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코스조직은 만족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반면, 학습자들이 필

요로 할 때 이러한 코스조직을 볼 수 없다면 학습자의 불안감,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습 기에 구조화된 코스조직의 제공

은 이러닝 학습자가 정  상상과 기 감을 높이고 불안감, 두려움, 지루

함 등을 낮추면서 학습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이러

한 코스조직의 제공은 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를 제공하여 학습 

기 학습자 자신만의 학습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활동을 가능

하게 한다. 이를 반 하여 본 이러닝 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모듈 

 차시의 학습주제를 체 으로 훑어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학습시간표  학습목표를 작성하며 학습성공에 한 정  상

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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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습시간표  학습목표 작성 사례화면( 련지침 1.1.)  

  한 본 이러닝 로그램의 차시별 학습단계는 비하기, 들어가기, 학습

하기, 정리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일 되게 구성하여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차시별 들어가기 학습단계에서는 차시별 학습목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차시 학습목표를 세울 수 있는 버튼을 제공

하 다. 

[그림 Ⅳ-4] 학습흐름도  들어가기 학습단계 사례화면( 련지침 1.2.) 

 

 Astleitner(2000)와 O'Regan(2003)에 따르면, 채 에 한 상세하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 기 부정 감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평가에 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제제출일 

직 에 과제에 해 안내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과제나 평가에 한 안내를 

자세하게 제공하여야 정 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을 시작하고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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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주혜, 2007). 본 로그램은 수료가능한 진도율과 수를  ‘진

도율 85% 이상,  최종테스트 는 과제물 총  70  이상’으로 제시하

다. 

[그림 Ⅳ-5] 수료기  사례화면( 련지침 1.3.) 

  이러한 수료 기  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평가 방식에 따라 추가 으로 

제출기간, 내용, 제출 일형식, 제출방식, 수공개여부, 피드백 여부 등을 

미리 알려  수 있다(김주혜, 2007). 

  ⦁유희성(Playfulness)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은 공부하면서 놀 수 있는 유희 인 학습활동으로 동

상, 만화, 온라인퀴즈, 토론, 쉬어가기 등의 학습활동을 제공하 다. 이러

한 놀이(play)와 같은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과제에 한 학습과제

에 한 지루함, 좌 감, 두려움, 불안감 등을 없애고 즐거움, 기 감, 만족

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상생활을 벗어난 심각하지 않으면서 완

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자유로운 활동을 뜻하는 놀이와 같은 유희  요소는 

놀면서 공부하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다(최수진, 2007). 이러닝 환경에서는 

그림, 사진, 동 상,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의 강 을 살려 재미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학습 기의 두려움을 덜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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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자에게 유머러스한 비학습활동(warm-up activities)을 제공하여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다(김혜온, 2007; Quinn, 2006). 비학습활동 내용은 배

울 내용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어 해당 

지식, 기술 등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어

야 한다.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에, 비학습활

동으로 련 동 상을 제공하여 배울 내용에 한 기 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유발시키고 지루함, 두려움 등을 억제하고자 하 다. 

[그림 Ⅳ-6] 동 상 비학습활동 사례화면( 련지침 2.1.)    

  Quinn(2006)은 연습문제와 사례에 사용되는 스토리 등에 재미 요소를 설

계할 것을 제안하 다. 재미(fun)는 보상이나 목 을 기 하지 않은 극  

감성 상태(Podilchak, 1991)이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 인 감성

(Henderson & Ainsworth, 1999)이다. 학습내용을 직 으로 건조하게 제시

하기보다 재미 요소를 녹여 자연스럽게 달하는 스토리, 유머, 만화, 카툰 

등을 활용하면 학습내용에 한 즐거움, 만족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루함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 감성은 억제시킬 수 있다. 특히 유머의 사

용은 정서  분 기와 민주  수업풍토에 정 인 향을 끼쳐 기억  

학습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허 주, 2011; 황해익, 강 미, 탁정화, 

2014).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도 만화를 활용한 아두이노 구조 소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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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제공하 다. 

[그림 Ⅳ-7] 학습하기 단계 만화 사례화면( 련지침 2.2) 

  이러닝 환경에서 사회  상호작용은 감성  반응의 주된 유발요인이므로  

력학습활동은 학습자의 참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성  반

응을 일으킬 수 있다(Vuorela & Nummenmaa, 2004). 이러닝 환경에서는 

토론, 포럼, 역할놀이 로젝트, 역할놀이,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등의 다양한 력학습활동이 가능하다. 흥미진진한 주제와 문제에 한 

력학습활동은 학습에 한 기 감을 유지하면서 감성 으로 건강한 학습자

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Darling-Hammond et al., 2003). 한 력학습

활동은 학습자 심의 교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 인 

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다. 한 이러한 력학습활동은 교수자  동료 학

습자와의 유 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Astleitner, 2000; MacFadden, 2005).재

미있는 력  활동은 즐거움, 만족감, 안녕감 등을 높이고 지루함과 불안

감, 걱정 등을 낮추어  수 있다(Glaser-Zikuda et al., 2005). 특히, 소그룹 

력 로젝트는 타인과의 계성을 향상시키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감소

시킨다(Lehman, 2006; Rovai, 2002). 한 이러닝에서의 력학습활동은 학

습자-학습자, 교수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증진시켜 학습커뮤니티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을 진시킨다(Rovai, 2002). 력학습활동을 통한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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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리뷰 등은 계성, 유 감을 높이고 소외감, 외로움 등을 낮출 수 있

다(Lehman, 2006; Rovai, 2002).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카드보드 활

용 스마트폰 거치 겸 충 기 설계’에 해 토론하는 력학습활동을 제

공하 다. 

 [그림 Ⅳ-8] 토론활동 사례화면( 련지침 2.3.) 
  

  학습하기 단계가 끝나고 평가하기 단계에서 본 로그램은 온라인 퀴즈

를 제공하 는데, 온라인 퀴즈뿐만 아니라 퍼즐, 퀘스트 등의 게임 방식의 

평가활동은 이러닝 학습자들이 쉽게 험을 감수하고 도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즐거움, 만족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안성혜, 송수

미, 2009; 이학수, 도 임, 2012). 한 이러한 재미있는 평가활동은 학습자

의 평가에 한 두려움, 불안감, 지루함 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본 로그

램에서도 간단한 5개의 온라인 퀴즈 문제를 제공하고 문제 당 2번의 풀이 

기회를 제공하 다. 온라인 평가활동에 게임 방식을 응용하는 방안으로는 

제한된 문제풀이 기회 부여 외에도 힌트 제공하거나 수에 따라 에이 트 

캐릭터 얼굴표정, 제스처 는 코멘트, 이모티콘, 뱃지, 스티커, 아바타 꾸

미기 등의 보상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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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온라인 퀴즈 사례화면( 련지침 2.4.)

  게임, 시뮬 이션 등의 오락 요소는 학습자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시켜 

기분 환과 감성  몰입을 진시킬 수 있다(백 균, 2005; Conrad & 

Donaldson, 2004). 게임 형태의 평가활동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쉬어가기

(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으로 게임, 시뮬 이션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로그램의 쉬어가기 학습활동은 학습  지루함 등의 부정 감성

을 느낄 때 기분 환을 해 학습자가 직  멀티미디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닝 환경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학습자로 하

여  감성  반응을 불러일으킨다(Clark & Mayer, 2011). 게임, 시뮬 이션 

외에도 이미지, 동 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쉬어가기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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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쉬어가기 학습활동 사례화면( 련지침 2.5.)  

  2) 이러닝 학습지원 역 숙고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이러닝 환경에서의 숙고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하기 해 개

별 학습자의 인간 인 면을 고려하여 공감 인 교수 처방 는 피드백을 

제공하 고 자신의 이야기, 의견, 정보, 감성 등을 부담 없이 드러낼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 인간미(Humanity)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은 학습  환 하는 메시지, 진도에 한 공감  피

드백, 과제물 제출기한 연장, 감성표  버튼  피드백을 제공하 다. 이러

닝 환경과 같은 자기주도 , 자기조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좌 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격려하거나 용기를 불어넣어  수 

있는 내용의 로그램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요하

다(김혜온, 2007). 이러닝 환경에서는 교수자와 동료와의 없이 독립

으로 학습을 하기에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감성 상태를 자각하

고 학습 환경에 해 편안하고 정 인 느낌을 가지며 자신의 감성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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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으로 표 하고 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강명희, 2005). 

  학습 분 기(mood) 는 풍토(climate)는 학습환경의 사회 , 심리  감성

 상황을 의미한다(Dunkin & Biddle, 1974). 온화한 수업분 기를 하여 

개별학습자의 인간 인 면을 기억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안도감, 편안함, 기 감 등을 주고 괴로움, 분리감, 고립감 등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Rowe, 2005). 인간미 넘치는 학습 

분 기를 조성하기 하여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로그인 후 개인 학습

자 이름과 환 의 메시지를 제공하 다. 

[그림 Ⅳ-11] 로그인 후 메시지 사례화면( 련지침 3.1.)

  학습자의 학습 수행과 련된 학습진도, 과제완수, 학습결과 등에 해 

학습자의 시기심, 좌 감 을 억제하기 해서는 규 지향평가보다는 거

(목표)지향평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이다(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즉, 개인 학습이력을 보여주어 학습자 자신의 

진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학습에 한 정 감성을 높여  수 있다. 

‘이 에 비해 많은 진보가 있네요’, ‘당신은 OO을 잘 이해하고 있네

요’ 등의 격려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학습진도와 같은 내  거나 학습

목표와 비교하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김혜온, 2007). 이러한 학습 수행

에 한 감성  피드백으로 격려나 칭찬 메시지와 함께 진도맵을 제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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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이나 인센티 로써 이모티콘, 에이 트 캐릭터의 얼굴표정 는 제

스처와 코멘트, 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 부여, 아바타 꾸미기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이러닝 로그램의 진도 화면이다. 

[그림 Ⅳ-12] 진도 황  과제물 리하기 사례화면( 련지침 3.2., 3.3.) 

  학습자들이 이러닝 과제물을 제출함에 있어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 과제물 연장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제기한 연장은 학습자의 좌 감, 두려움, 불안감, 속상함, 생기없음 

등의 부정 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Rowe, 2005). 학습자 개인 삶의 스

을 배려하여 신축 이고 융통성있는 학습스 을 제공하는 것은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포기하지 않고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여야 하고 연장의 횟수나 연장 기간에 있

어 제한을 두어야 학습에 한 융통성과 책임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과제 제출 기한을 넘겼을 경우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 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학습달력에 연장된 기한을 

장하거나 모바일 알림 설정을 하여 시간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과정에서 생기는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버튼은 자신의 감성을 보고

하고 그에 해 공감  처방 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다(강이철, 1999; 김동식, 1998; 이승미, 송기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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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nk, 1994). 학습  발생한 자신의 감성을 평가하여 학습 후에 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감성표  버튼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감성성찰노트 등

이 있다. Astleitner(2000)와 Astleitner와 Leutner(2000)은 이러닝 환경에서 

분노 억제를 해 분노 버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 다. 본 로그램에서

는 분노 버튼 외에 이러닝 학습자가 빈번하게 느끼는 주요 감성인 즐거움, 

자신감, 지루함, 좌 감 등을 추가하 다. 

  감성표  버튼으로 보고되는 학습자의 감성에 해 한 공감  피드

백이나 처방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학습자의 

감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으로 버튼 는 에이 트 캐릭터의 공

감 인 얼굴표정, 텍스트 메시지, 음성 등을 제공하거나 응 인 콘텐츠 

유형 추천할 수 있다(김동식, 1998; 유은 , 2009; 신민철 외, 2012; 이승미, 

송기상, 2007; 홍승우, 2012; 황 숙, 2011; D'Mello & Calvo, 2011; Mao & 

Li, 2009).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다음의 감성표  버튼을 제공하여 학

습자가 표 하는 감성에 따라 격려 는 응원의 캐릭터 얼굴표정  텍스

트 메시지를 통해 공감  피드백을 제공하 다.  

[그림 Ⅳ-13] 감성표  버튼  피드백 사례화면( 련지침 3.4., 3.5)    

  본 로그램은 지루함 외에 즐거움, 뿌듯함, 지루함, 좌 감 등의 감성표

 캐릭터 버튼을 제공하여 학습 후 보고하는 학습자의 학업감성에 따라 

합한 피드백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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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감성표  버튼별 피드백 메시지 사례( 련지침 3.4., 3.5) 

감성표  버튼 피드백 메시지 

재 어요

(즐거움)

공부가 정말 즐겁죠? 재미있었던 부분과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음 학습이 더 즐거워질 거 에요. 

끝까지 재미있게 공부해보세요^^ 

뿌듯해요

(자부심) 

멋져요! 이제 실력이 많이 쌓 네요. 더욱 열심히 해

요. 이 ! 

지루해요

(지루함) 

지루해요? 그 다고 포기할 순 없죠? 쉬어가기활동으로 

기분 환을 하거나 학습맵에서 난이도, 속도 등을 조

해보세요. 이 !

좌 했어요

(좌 감) 

무엇이 좌 하게 만들었나요? 학습맵에서 학습난이도, 

속도 등을 조 해보거나 학습커뮤니티에서 한 도움

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 다시 학습할 수 

있을 거에요. 힘내세요! 

  ⦁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이야기, 정보, 의견, 감성 등을 

부담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네티켓, 로필 작성  편집 기능, 이모티콘 

지원 자서 쓰기․정보공유하기․도움주고받기 공간을 제공하 다. 

  온라인 학습환경은 사회  다이나믹스(social dynamics)와 련된 타인과

의 감성경험이 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습에 지 한 향을 미친다

(Kreijns, Kirschner, & Jochems, 2002; Volet, & Wosnitza, 2004). 활발한 사

회  상호작용은 정  학습경험과 인간 계형성에 도움이 되기에 이

러닝 환경은 교수자와 동료와의 긴 한 의사소통  력학습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이러닝이라는 가상세계가 지니는 감성 인 분 기에 따라 학습

자의 사회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Riva et al., 2007) 교수설계자

는 학습자가 편안하고 정 인 감성을 느끼고 부정 인 감성을 느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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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야 한다(조 환, 홍서연, 이정은, 2014). 이러닝 환경에서의 활발

한 사회  상호작용을 해서는 기본 으로 학습자로 하여  력 인 분

기에서 서로를 존 하며 이해하여 험감수  다양한 사고방식을 진

시켜야 한다. 의사소통 시 서로를 존 하고 공감하며 경청하여 서로의 감

성에 해 정  반응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Darling-Hammond et al., 

2003). 이러한 의바른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하기 해 MacFadden 외

(2005)는 의사소통 규칙인 네티켓 제공을 제안하 다. 본 이러닝 로토타

입에서는 게시 , 토론방 등에 게시 의 형태로 네티켓을 제공하 다. 네티

켓의 내용은 ‘실제생활에서 용된 것처럼 같은 기 과 행동을 고수하

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 하라,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

어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 하라,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등이다.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은 학습자 자신의 사 인 것을 부담 없이 드

러내어 친 한 인 계를 형성하게 하고 학습정보  자료를 공개  공

유하여 력  학습구조를 구축시킨다.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에 참가하

는 사람들인 교수자, 동료 학습자에 해 게시 에 소개하여 가 구인

지를 알 수 있는 개방 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 감 등의 정 감성을 

높여 학습에 정 인 향을  수 있다(김혜온, 2007). 계 형성은 특히 

학습 기에 학습자에게 사회  결속감을 제공하여 학습진행에 정  효

과를 미친다(Conrad, 2002). 학습 기 계 형성을 해서는 서로의 사

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해 나의 로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자신의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로필을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 는 감

성을 표 할 수 있다(안성혜, 송수미, 2009; Reeves & Reed, 2009). 특히, 

아바타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성을 쉽게 잘 표 할 수 있도록 아

바타의 머리 에 재의 감성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재의 

감성상태를 표 할 수 있다(조 환 외, 2014). 본 로그램에서는 사진, 캐

릭터,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로필 작성  편집 가능한 ‘나의 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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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 다.  

[그림 Ⅳ-14]  나의 로필 사례화면( 련지침 4.2.) 

  이러닝 학습자는 자신의 기, 일화, 에피소드, 심사 등을 들려  수 

있는 자서  공간을 통해 자신의 사 이거나 비 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어 

유 감, 안도감 등을 높일 수 있다(MacFadden, 2005; O'Regan, 2003). 자

공간의 형태는 게시 , 카페,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다음은 본 이러닝 로그

램에서 제시된 ‘자서  쓰기’ 게시 의 사례화면이다. 

[그림 Ⅳ-15]  자서 쓰기 게시  사례화면( 련지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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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수행을 한 사회  상호작용은 

력  학습구조를 구축시킨다(김혜온, 2007; Astleitner & Leutner, 2000; 

Rowe, 2005). 력  학습구조는 안녕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증진시키고, 

지루함, 걱정 등을 감소시켜 학업성취를 향상시켜  수 있다(Glaser-Zikuda 

et al., 2005). 이에 본 이러닝 로그램은 서로의 학습결과물, 학습 련 정

보, 자료 등을 부담 없이 드러내고 피드백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하기의 게시 을 제공하 다. 

[그림 Ⅳ-16] 정보공유하기 게시  사례화면( 련지침 4.4.)

 

  본 이러닝 로그램의 토론하기, 정보공유하기, 자선  쓰기 등의 게시

은 모두 체 공개와 소그룹(멤버) 공개로 분류하여 제공하 다. 이는 체 

공개 게시 에 의견을 올리기  소그룹 게시 에 먼  의견을 나  수 있

도록 하면 유 감을 높이고 두려움과 분노를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한 

Rowe(2005)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즉, 학습자 자신의 학습 련 자료, 생각 

등을 체 공개 게시 에 바로 업로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

는 학습자를 해 소그룹 공개 게시 을 제공하여 유 감, 자신감 등의 

정 감성을 높이기 함이다. 본 로그램의 게시  기능을 통해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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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학습 련 결과물, 자료, 정보, 의견 등에 한 공개범 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활발한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계가 형성되고 력  학습구

조가 마련됨과 동시에 서로의 학습 는 감성 어려움에 해 극 도움을 

지원할 수 이러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김혜온, 2007; Astleitner & 

Leutner, 2000). 이를 해 Astleitner(2000)은 동료도움 로그램, 소셜 네트

워크 등을 제안하 다. 직 이고 시의 한 인간 도움과 의사소통은 

학습함에 있어 두려움, 분노, 시기심 등을 낮추고 유 감, 즐거움 등을 높

일 수 있다(MacFadden et al., 2005). 이에 본 이러닝 로그램은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도움요청 게시 을 제공하 다. 

[그림 Ⅳ-17] 도움주고받기 게시  사례화면( 련지침 4.6)

  

  인간 유 감을 형성하기 해서는 비동시 뿐만 아니라 동시  의사소

통 도구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김혜온, 2007; Astleitner & Leutner, 

2000). 특히, 동시  의사소통은 학습자의 자신감, 즐거움, 재미, 믿음, 안정

감 등을 높이기 때문에 Rowe(2005)는 온라인 학습에서 가능하면 자주 실시

간 의사소통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 다.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에

서의 이모티콘의 활용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감성을 달하고 표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메시지에 활용되는 이모티콘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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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표  기능은 인과의 감성인식  표  과정에서 강력한 의사소통 

진 도구가 된다(Scherer & Ellgring, 2007).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 사회  

상호작용을 진하기 해 효과 인 감성표   달을 한 이모티콘의 

활용이 가능한 의사소통 환경 구 이 요구된다. 의사소통 도구는 학습자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표 하고 조 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박태정 외, 2012; Rourke et al., 

2001). 력학습을 한 동료 는 교수자의 상호작용에서 이모티콘 지원

도구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학습자가 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텍스트와 함

께 손쉽게 련 감성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이는 텍스트

의 진정한 의도를 이모티콘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

료 는 교수자의 더 많은 이해, 공감, 조 등의 감성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지원은 력학습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

드백을 받아들이는 데 효과 일 수 있다. 따라서 력학습을 한 커뮤니

이션 환경에 감성 이모티콘 지원도구가 제공된다면 서로의 감성을 이해, 

표 , 리, 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제시, 공유, 정리함에 있어 

상호간의 피드백을 극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는 정  계형성이 가능

하게 된다. 이모티콘의 활용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 인 감성 표  

 달을 한 좋은 방법이다(나일주, 성은모, 2005). 한 이모티콘 사용

이 가능한 사이버 의사소통 공간은 학습자들 간 정  학습공동체를 형성

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

는 이모티콘 지원 채 방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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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이모티콘 지원 채 방 사례화면( 련지침 4.7.)

  

  이상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사회  상호작용 지원방안은 이러닝 학습자들

이 친 한 인 계를 형성하여 력  학습구조  사회  지원구조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닝 학습자가 교사  

동료와의 계 속에서 신뢰  애착감을 형성한다면, 학습과 의사소통에 

해 보다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닝 인터페이스 역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이러닝 환경에서의 행동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하기 해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제공하 고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만

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안정감(Safety)의 원리

  학습자가 본 이러닝 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함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설계하 다. 학습자와 

콘텐츠 사이의 상호작용의 계자 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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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닝의 성공과 질을 좌우하는 매우 요한 설계요소이다(Sung & 

Mayer, 2012). 학습자는 이러닝 시스템의 내부구조와 구 방법에는 심이 

없고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

습한다(조미헌 외, 2010). 이러닝 인터페이스는 시스템-학습자의 상호작용

을 한 학습자 인터페이스(learner interface, LI)로 칭하기도 한다(Allen, 

2011). 학습자 인터페이스 조작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학습자로 하여  

쉽게 좌 하거나 혼동하게 만들고 학습에 한 흥미와 재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Hara & Kling 2003; Juutinen & Saariluoma 2006, 2007, 2010).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콘텐츠,시스템뿐만 아니라 인터페

이스 역할이 매우 요하며 이를 설계 시 학습자들의 감성을 극 고려해

야 한다.이러닝 수업이 진행되기  로그램 사용능력으로 인해 학습자

들은 상당한 불안감, 두려움(테크노포비아) 등의 기술 유발 부정 감성을 느

낀다. MacFadden 외(2005)는 웹기반 수업을 해 교사가 웹 근, 학습화

면 구성, 네비게이션, 이메일 등에 한 기술 훈련을 한 과제물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 다. 로그램 사용방법에 한 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을 

제작하여 이러닝 환경에 제공한다면 불안감을 없애고 심리  안정감과 친

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김주혜, 2007).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마우스 

오버 반투명 이어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의 기능을 설명하는 안내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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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로그램 사용 안내 사례화면( 련지침 5.1.) 

 

  이러닝 로그램에서 용량이 큰 일 등을 로딩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10

 이상이 걸릴 경우, 학습자에게 짜증(분노)과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김혜온, 2007). 이에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로딩 진행 상황을 알려주

는 로그래스 바와 문구를 제공하 다. 

[그림 Ⅳ-20] 로딩 진행 안내 사례화면( 련지침 5.2.) 

  로그램 사용 상의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학습자가 신속하게 기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김혜온, 2007; Head, 1999; Juutin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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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이러닝 로그램의 도우미(help)는 문제신고, FAQ, Q&A, 제안하

기 등을 통해 기술 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 Ⅳ-21] 도우미 사례화면( 련지침 5.3.) 

  ⦁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은 인터페이스 조작을 통해 학습경로 이동과 학습환

경 설정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감성과 자율성을 지지해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감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한 선

택권과 주도권을 제공하여 자율성 지지  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Blanchar & Frasson, 2004). 자율성이 지지되는 학습환경은 선택권과 주도

성을 강조하는 데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신뢰감이 향상되고, 결과 으로 학습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증진되기 때문이다(Reeve & Deci, 1996). 행동  차

원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를 해서는 학습자가 학습경로  학습환경에 

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극 지원되어 개인화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인터페이스 조작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제공하여 개인화된 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이만재, 이상선, 2002; Lynch & Ho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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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hneiderman, 1998).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의 이러닝 환경에

서는 학습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요하다(김혜온, 

2007). 자율 인 독립  학습환경인 이러닝에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학습경

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순서, 속도, 진행, 경로 

등을 통제하고 학습과정에 한 선택권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학습자와 로그램 간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다(조미헌 외, 

2010). 특히, 학습자 자율 인 학습경로 이동은 학습에 한 만족감, 기

감 등을 높여주고 불안감, 두려움 등을 낮추어  수 있다. 내비게이션에서

는 첫 화면에서 무엇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통찰 으로 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보조도구에는 

메뉴, 탈출키, 카운터, 항해 조정 , 하이퍼미디어지도 등이 있다(유명환, 

2006). 이처럼 이러닝 환경에서 재의 자신의 학습 치와 이후 가고자 하

는 곳이 어디인지를 학습자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

자의 의지 로 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조미헌 외, 2010). 학습

자가 로그램 안에서 학습경로를 헤매는 것을 방지하고 로그램의 체

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하기 해 학습맵, 학습이력 로토콜 등의 내

비게이션 보조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학

습 주제에 따라 학습자들이 원하는 학습모듈 는 차시로 자율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보조 도구인 학습맵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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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내비게이션 보조도구 학습맵 사례화면( 련지침 6.1.)    

  최근 MOOCs와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의 발 으로 학습자료  

동 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동 상, 상 등의 학습자료의 

경우, 학습자의 개인의 학습속도에 따라 해당 자료의 진행을 조 할 수 있

는 다양한 제어 기능이 필요하다(김주혜, 2007; 한국U러닝연합회, 2007; 

Quinn, 2006). 김주혜(2007)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자동반복, 속도조 (배속)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에 하나라고 

제안하 다.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동 상 자료에 해 재생/멈춤, 음

향조 , 자막 는 본 보기/감추기, 되돌리기, 배속, 음소거, 음량조  등

의 다양한 제어기능을 제공하 다. 

[그림 Ⅳ-23] 동 상 제어 기능 사례화면( 련지침 6.2.)  

  학습자 자신의 개별 인 학습경로  진행조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학

습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학습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Quinn(2006)은 학습자 개개인에게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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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이 감성을 고려한 설계 략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화면 스킨의 테마, 색상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옵션,  캐

릭터 사용 련 옵션, 텍스트 꼴 는 크기 옵션  등을 제공하 다. 캐릭

터의 경우는 캐릭터 형태뿐만 아니라 사용 유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Ⅳ-24] 학습환경 설정 기능 사례화면( 련지침 6.3.)  

  이러한 학습환경 설정 기능은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선호도, 취향, 기

분, 감성 등에 따라 학습환경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Tzvetanova(2008)가 제안한 사용자 감성에 따라 응 인 인터페이스 설계

략을 반 한 것이다. 이러닝과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서 제공하는 

선택권은 학습자의 감성에 정 인 향을  수 있다(Jarvenoja & 

Jarvela, 2005). Sylwester(1994)는 일반 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에게 환

경에 한 통제감을 제공한다면 감성스트 스를 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조 을 지원하려면 학

습자 개인의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수동 으로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

라 능동 으로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정 감성을 유발 는 증진하

거나 부정 감성을 억제 는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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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러닝 학습화면 역 본능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이러닝 환경에서의 본능  차원의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하기 해 학

습화면을 학습자에게 시각 인 호감과 친근감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호감(Affinity)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은 이러닝 학습자에게 시각  호감을  수 있는 매

력 인 학습화면을 제공하기 해 감성 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색상,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모션그래픽와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화면사

이즈에 응 인 유동형 이아웃을 설계하 다. 

  화면설계의 표 인 화면의 시각  외 (looks and feels)는 사용자에게 

호감(appealing)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마음을 끌어 사용하여 본연의 고유한 

목 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름이 된다(Van Gorp & Adams, 2012). 

시각 으로 호감을  수 있는 학습화면은 학습자의 정  감성을 유발하

여 학습에 한 주의, 심, 흥미를 유지하게 하여 학습을 진시켜 다

(Gillani, 2003). 학습자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하거나 학습하기  처음 로

그램에 속하 을 때 마주치는 것은 학습화면이다. 이때 학습자의 첫인상

에 학습화면이 어떻게 지각되는 가에 따라 학습자의 감성에 향을 미쳐 

인터페이스 조작  학습활동 참여에 먼  화면의 색상을 제 로 하면 학

습자의 주의  시선을 집 할 수 있고 신속한 검색을 도울 수 있으며 아

이콘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한 색상은 학습화면의 구조를 명확하

게 제시할 수 있고 학습자의 감성을 유발하고 강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조미헌 외, 2010). 배경화면, 텍스트, 아이콘,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페이지에서 색상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높다(유명환, 2006). 화면의 

색채효과만으로 각 요소를 빨리 지각할 수 있도록 해 과 동시에, 사용의 

즐거움 등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요한 시각 설계 요소이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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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색상별 분 기(Lohr, 2008)
색상별 감성 연상 정보(Burger, 1993)

정보 내용 시 

빨강 

열정, 힘, 열의, 행복, 공격, 충

동, 험, 부끄러움, 낙천주의, 

따뜻함, 외향성, 불, 폭력 

각성, 험, 성 으

로 매력 인 뜨거

운 

정지 신호, 지옥, 장미, 

피 

주황 

힘이 넘침, 발랄함, 어린이들

이 좋아함, 축제나 즐거운 이

벤트 상징, 지식, 문명, 우정, 

경외, 지, 따뜻함, 사교 임 

집  태양

랑 

고요함, 차분함, 신비로움, 불

변, 냉담함, 냉 , 맑은 정신, 

두려움, 하늘, 물, 얼음, 투명, 

침체  

자신있는, 편안한 하늘, 물, 리본 

노랑 

따뜻함, 겁이 많음, 자상, 총

명, 명료, 신성함, 배반, 신비, 

이상주의, 지성, 기, 환호

충실한, 재미있는 노란 장미 

록 
성장, 신선함, 건강, 희망, 범

죄, 질병, 메스꺼움, 테러 
자연, 깨끗한 숲, 돈, 가다(go) 

갈색 

의무, 인색함, 신빙성, 노출, 

가난, 지구, 먼지, 콜릿, 커

피, 

지구 흙, 공원 

흰색 순수, 진리, 슬픔, 온화함 순수한, 청결한 구름, 천국

검은색 

의기소침, 슬픔, 우울, 죽음, 

능 임, 우아함, 궤변론 , 

엘리트, 죄악, 존엄, 불건 함, 

불길함 

우아한, 신비로운 밤, 죽음

보라색 

따뜻하면서 차가움, 왕권, 고

귀함, 슬픔, 외로움, 허 , 향

수병, 지혜, 정신  가치, 후

회, 창의  

진한색 
시끄러운, 담한, 

할 수 있는 
로고, 깃발 

형, 1998; 조경자, 선지 , 한 희, 2009). 신은주와 임순범(2009)의 연구에 

따르면, 웹에서 감성에 향을 미치는 시각 요인은 움직임 조직을 제외하

고 색상, 이아웃,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이미지 등의 순서를 따른다고 하

다. 색상은 하게 사용한다면 정보 표 의 효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

과 인 수단 의 하나이며 사용자의 감성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감성

별 상징하는 분 기는 다음과 같다.   

<표 Ⅳ-14> 색상별 상징 분 기 는 감성   

 



- 182 -

  색상은 정보디자인에서 미  호감(aesthetic appeal)을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Tufte & Graves-Morris, 1983). 색상은 감성  반응을 자극한다

(Horton, 1994) 란색, 록색, 자 빛 그림자는 시원한 색상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노란색, 오 지색, 빨간색은 따뜻한 색상

이며 자극 이고, 기민하고 흥분된 느낌을 갖게 된다. 색상에 한 이러한 

감성  반응들은 색상의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달라진다(Lohr, 2008). 색상은 

색채 효과만으로 각 요소를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과 동시에, 사용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요한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시각  

주목성, 일 성, 체 인 조화성을 주로 살펴볼 수 있다. 

  조미헌 외(2010)는 한 화면에 색상 최  5~7개 넘지 않게 설계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화면을 혼란스럽거나 난잡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설계하기 

함이다. 색상 선택여하에 따라 학습자에게 불안감 등에 향을 끼쳐 학

습의 능률에 향을 다(백경민, 2003). 본 이러닝 로그램의 학습화면은 

화면 콘셉트인 진지하고 차분한 분 기에 조화로운 색상인 낮은 명도의 

랑색을 주조색으로 선택하여 한 화면에 6개 이하의 색상을 배합하여 보조

색을 설계하 다. 한 유명환(2006)의 제안에 따라 가  원색을 피하고 

채도를 낮추어 설계하 다. 

  웹페이지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각 요소  

색상과 함께 주요한 요소는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등의 이미지이다(신

은주, 임순범, 2009; 조경자 외., 2009; Rogers et al., 2011). 특히,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등은 시각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어 학습자의 

마음을 끌 수 있다(신승윤, 성 선, 김재호, 2010; 정유경, 2005; 화양, 김해

태 2013).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아름다움을 설계하기 해서는 설계자의 

미 으로 민한 감수성과 섬세한 장인정신이 요구된다(김원경, 1999). 그

래픽 이미지 등의 설계에 있어서는 교수설계자와 그래픽 디자이 와의 

업이 매우 요하다.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학습자가 시각 으로 리듬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로그래스 바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모션그래픽을 설

계하 다([그림 Ⅳ-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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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그래픽 외에도 감성에 큰 향을 미치는 시각 요소는 이아웃이

다. 이러닝 이아웃은 조형요소인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그래픽, 색채, 이

미지,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효율 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학

습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유명환, 2006). 따라서 페이지 안의 

시각 설계 요소들이 산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고 

텍스트, 이미지 등이 질서있고 통일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여백은 모양, 

색상, 그래픽 요소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감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시

각요소이다(Rogers et al., 2011). 기본 인 이아웃 패턴은 상단 임에

는 교과목, 로고, 상단메뉴(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등의 학습 역을 

한 메뉴)을 구성하고, 좌측 임에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메뉴(학습목차, 

학습도구 주의 메뉴)을 구성하고, 메인화면에는 콘텐츠(학습목표와 내용

을 제공하는 텍스트, 동 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등)를 구성하며, 하단

임에는 내비게이션을 한 이동 바와 진행조 을 한 제어 바 등을 구성

한다(유명환, 2006).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 으로 이러닝의 화면사

이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화면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

아웃이 다양한 화면사이즈에 응 으로 조화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개인용 PC 를 비롯하여 여러 기기로 이러닝 사이트를 이용하다보

면 페이지가 잘려 보이거나 씨 크기가 작아지거나  이아웃의 조화로움

이 사라져 사용자가 불편함과 짜증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을 개선

하기 해 유동형 이아웃(fluid layout)을 설계해야 한다(김선주, 박석천, 

201; 김성훈, 윤여경, 2014). 유동형 이아웃은 어느 화면사이즈에서도 충

분한 이아웃 여백을 제공하고 텍스트, 이미지 등이 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기기에 응하여 최소한의 변화로 최 의 이아웃을 

제공하는 유동형 이아웃 디자인기술로는 반응형 웹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 RWD)이 표 이다( 용주, 홍창의, 김태 , 2013). 반응형 웹

디자인은 각각의 기기에 맞는 이아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스

로 제작된 이아웃이 유동 으로 변화되어 모든 자기기에 정해진 비례

에 따라 보여지게 되었다. 즉, 반응형 는 유동형 이아웃 설계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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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태블릿 PC 그리고 어느 기기든 간에 화면에서 텍스트, 이미지 등이 미

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게 한다(김선주, 박석천, 2014). 본 반응형 웹 디자

인 기술은 휴 폰부터 데스크탑 컴퓨터에 이르기 까지 유동 으로 이아

웃을 변화시켜 해당 화면사이즈에서 최 의 미감을 제공하게끔 한다. 다음

은 본 이러닝 로그램에 용한 유동형 이아웃은 일반 PC 와 핸드폰 화

면사이즈에 응 인 화면을 보여 다. 

[그림 Ⅳ-25] 핸드폰 화면 이아웃 사례화면( 련지침 7.3.) 

  ⦁ 친근감(Familarity)의 원리 

  본 이러닝 로그램은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하기 해 골

지, 종이박스 등의 시각  메타포, 질감을 주는 이미지, 손 씨체, 붓

씨체, 친근한 남녀캐릭터 모양을 제공하 다.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은 학습자로 하여  직 으로 화면을 지각

할 수 있도록 한다(Hiroyuki, 2008). 시각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시각 설계

요소에는 메타포, 질감, 캐릭터 외  등이 있다. 시각  메타포는 실세계에

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학습화면 설계에 있어 은유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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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형이다(조미헌 외, 2010). 실세계에 근거한 은유  요소를 기호, 도

형,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상징하는 시각  메타포는(박성익, 1997; 이다

, 2007). 메인화면디자인의 컨셉이나 네비게이션 요소인 메뉴, 버튼, 아이

콘 등에서 주로 응용된다.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거나 교과목 내용을 고

려하여 아이디어를 얻어 메타포를 설계한다. 메타포는 다른 로그램과 다

른 차별화, 독창화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심을 유도하여 

학습을 진시킬 수 있고(유명환, 2006) 학습자에게 친숙한 학습환경을 제

공한다(Erickson, 1990). 한 학습자에게 지루한 교과목 내용을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도록 흥미와 심을 유도하는 수단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환, 2006) 학습에 보다 집 하게 하여 학습에 보다 집 할 수 있도록 

한다(이다 , 2007). 메타포는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인 있는 제품 

등의 이미지를 화면상에 그 로 재 하여 해당 제품과의 친 도를 높이고 

호감을 주기 한 것이다. 이러한 메타포는 이러닝 학습자에게 화면에 공

감을 주며 친근한 느낌과 분 기를 달할 수 있다. 이러닝 메타포의 표

인 로는 여행길/기찻길/로드맵, CD 이어/CD, 개요/책/책상/책꽂이/

실라버스/메모/노트 등이 있다(유명환, 2006; Lohr, 2008). 이처럼 메타포는 

부분 아날로그 느낌을 살려 설계한다(손 지, 2010). 학습자가 처한 디지

털 가상세계와 아날로그 실제세계의 시각  유사성에 기반하여 친근한 메

타포를 설계함으로써 학습자의 시각  호감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이러닝 로그램의 메인화면, 아이콘, 메뉴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이해가능한지 학습내용과 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골 지, 청사진, 종이

박스 등의 시각  메타포를 활용하 다. 학습자가 처한 디지털 가상세계와 

아날로그 실제세계의 시각  유사성에 기반하여 친근한 메타포를 설계함으

로써 학습자의 시각  호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포는 학습에 보

다 집 하게 하여 학습에 보다 집 할 수 있도록 한다(이다 , 2007).

  Norman(2004)은 제품의 질감이 감성과 경험에 지 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질감 설계의 로는 붓터치(유명환, 성 아, 2007), 수공 , 수묵화

(손 지, 2010), 손 씨체(노만섭, 2011), 거친 표면이거나 패턴이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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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근감, 각선 정렬, 사진, 3 차원도구 등(Lohr, 2008)이 있다. 사물의 

표면에 드러나는 특이한 외양이나 느낌을 주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풍부하

게 하는 질감은 , 선, 면, 깊이/부피, 패턴 등을 통해 설계된다(Beaird et 

al., 2010). 본 이러닝 로그램에서는 질감이 느껴지는 로그램명의 붓

씨체  손 씨체와 종이박스 재질을 느낄 수 있는 배경이미지를 설계하

다([그림 Ⅳ-2] 참조).  

  이모티콘, 아이콘, 에이 트 등의 시각  요소는 감성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Rogers et al., 2011). 학습환경에서 교육용 에이 트는 정 이거나 

동 인 의인화된 외 을 지니는데(Veletsianos, 2010), 에이 트 캐릭터는 

생명체가 가지는 감성의 특성을 반 하여 인간의 형태 는 살아있는 동물

의 형태로 생명을 불어넣어 다(Louwerse, Graesser, Lu, & Mitchell, 2005; 

Rickel & Johnson, 2000). 감성컴퓨  분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이 트

의 시각  외양은 학습자의 지각에 향을 주어 학습자와 에이 트와의 상

호작용, 학습  수행뿐만 아니라 즐거움 유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Haake & Gulz, 2009; Ashby, Plant, Baylor, Doerr, & Rosenberg-Kima, 

2009; Rosenberg-Kima, Baylor, Plant, & Doerr, 2008; Veletsianos, 2010). 

캐릭터의 보여지는 특성으로는 성별, 얼굴표정, 헤어스타일, 헤어색, 옷, 인

종 등이 있다(Branham, 2001). 에이 트가 친숙한 캐릭터의 모습을 갖추고 

인격  요소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친숙감과 흥미를 진할 

수 있다(정효정, 정재원, 김동식, 2011). 참신하고 독특하며 친근감을 유발

하는 시각 설계는 사용자로 하여  정 감성을 느끼게 한다는 (정병용, 

2012)에서 버튼, 이모티콘, 에이 트의 캐릭터를 설계 시 인간과 유사하거

나 의인화된 외 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Um et al., 2012). 이러한 시각  

외 은 감성을 달할 수 있기에 주요 감성별로 설계되어 제공된다면 이러

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

성을 표 하며 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박태정 외, 2012). 감성을 

표 하는 캐릭터의 외 은 학습자에게 공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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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러닝 로그램의 감성표  버튼, 에이 트 캐릭터 등의 시각  외

을 설계 시 용된 주요 감성별 캐릭터 얼굴표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Ⅳ-26] 주요 감성별 캐릭터 얼굴표정 사례화면( 련지침 8.3.)

나. 이러닝 로그램의 설계원리 반 여부 문가 검토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제 로 반 되었는지 확

인하기 하여 문가 타당화를 수행하 다. 이러닝 로그램에 한 문

가 타당화는 교수설계 문가 C, E, J 의 세 명이 수행하 다. 각각의 설계

원리  상세지침에 한 문가 평가 결과는 [부록 11]에 제시하 다. 

  각각의 설계원리  지침에 한 문가 검토 결과의 평균은 3.3 에서 

4.0 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설계원리  지침에 한 CVI

와 IRA가 모두 1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5 차 설계원리가 해당 이러닝 로그램에 제 로 반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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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 효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실제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 인지를 검증

하기 하여 학습자 반응평가를 실시하 다.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해 먼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해당 차

시를 학습하도록 요청하 다. 학습  연구자의 찰과 함께 학습 후 설문 

 면담을 통해 학습자 반응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참여 학

습자가 보이는 이러닝 로그램 반에 한 반응과 함께 개별 설계요소에 

한 반응을 토 로 설계원리의 실제  효과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설계원

리의 개선 을 도출하 다. 

 

가. 이러닝 로그램 반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설계원리를 용하여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을 종료한 

다음 학습자들은 14개의 선택형 설문문항(1~14번)과 6개의 개방형 심층면

담문항(15~20번)에 응답하 다. 

  이러닝 로그램 반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한 설문은 이

러닝 로그램이 학습  수행, 감성역량, 동기, 과제흥미 등에 도움이 되

었는지와 추후 사용의향, 타인 추천의사 등에 한 의견을 묻는 6개 선택

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선택형 문항에 한 학습자 응답의 평균은 3.0

에서 3.4 까지 분포되어 있어 부분의 문항에서 ‘그 다(3 )’이상으

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15>는 이러닝 로그램 반에 

한 설문 에서 선택형 문항에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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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습자 평가 

평균 표
편차A B C D E F G H

본 로그램은 학습  수행에 

효과 이다.
4 2 2 3 3 3 4 3 3.0 0.8 

본 로그램은 감성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3 3 4 3 3 3.3 0.5 

본 로그램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2 3 4 4 3 4 3.3 0.7 

본 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과제에 한 심 

 흥미가 높아졌다.

3 3 2 4 3 3 3 4 3.1 0.6 

본 로그램을 실제 으로 더 

사용하여 학습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4 3 3 4 4 3 3 3 3.4 0.5 

본 로그램을 주  동료나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4 2 2 3 3 3 4 3 3.0 0.8 

<표 Ⅳ-15> 이러닝 로그램 반에 한 학습자 응답 결과  

 

  각 선택형 문항에 한 학습자 설문응답의 평균은 3.0 에서 3.4 까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  수행, 감성역량, 

동기, 과제흥미 등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며 이후 실제 으로 

더 활용하고 다른 이에게 추천할 생각이 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학습자의 반응 평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성이 학습동기, 

사회  상호작용 등 학습  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은 염두해 볼 때 기존 련 연구결과인 감성의 교육  가치를 검증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감성  교수 략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정 감성 유발과 함께 학업성취 향상을 밝힌 Glaser-Zikuda 외(2005), 

O'Regan(2003) 등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닝 로그램 반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한 심층면담

은 기존의 로그램과 비교하여 본 로그램이 가지는 강 (우수한 , 인

상 인 사항 등)과 약 (아쉬운 , 문제  등)을 묻는 심층면담문항으로 

실시되었다. 먼 , 본 로그램 반에 한 인상 인 사항 는 강 으로 

언 한 학습자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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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인 부분에 한 고려가 거의 없는 다른 로그램

에 비해 이 로그램은 감성 인 부분에 해 물어보고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피드백이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

진 아두이노를 쉽게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었어요(학습

자 A). 

나의 감성에 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컨트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색다르게 느껴졌어요(학습

자 B). 

학습  자신의 감성에 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어요(학습자 C). 

혼자 학습할 때뿐만 아니라 여럿이 학습할 때에도 쉽게 

감성을 표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마음에 

들었어요(학습자 D). 

실용 이고 흥미진진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이러닝 로

그램과 달리 간에 나의 감성에 더 충실하게 반응하며 

리할 수 있다는 게 학습에 한 집 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학습자 E). 

편안하고 친근한 분 기를 안겨주어 학습할 때 나의 감

성을 표 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때 다른 사람의 감성

에 공감할 수 있을 듯 해요(학습자 F). 

부분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공부할 때는 조 만 지

나면 ‘아, 왜 이리, 안 끝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

는데 이 로그램은 감성 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서인지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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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어요(학습자 G).

기존에 이런 종류의 이러닝은 보기 힘들었는데 새롭고 

참신한 느낌이 들어요(학습자H). 

  심층면담 결과, 부분의 학습자들은 타 이러닝 로그램과는 달리 감성

인 부분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는 에 가장 큰 호응을 보 다. 반면, 본 

로그램의 아쉬운 이나 약 으로 학습자 G와 H는 노트 외에 학습을 직

으로 도와  수 있는 마인드맵, 검색, 사  등의 다양한 학습지원도구

나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을, 학습자 B와 F는 실제 인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는 로토타입 형태로 인해 인터페이스의 실제 인 조작이 어떻게 될지

가 명확히 상상되지 않음을 지 하 다.   

나. 이러닝 로그램 설계 역별 학습자 반응 평가 

  1) 이러닝 로그램 학습활동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다음 <표 Ⅳ-16>는 이러닝 로그램 학습활동에 한 선택형 설문문항에 

한 응답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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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이러닝 로그램 학습활동에 한 학습자 응답 결과 

련 

지침 
문항 

학습자 평가
평균 표

편차A B C D E F G H

1.1.

체 학습내용 개 보기를 통해 나만의 학습

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정 감

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4 4 4 3 3 3 3 3.5 0.5 

1.2.

차시별 학습단계를 통해 학습흐름을 상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

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2 2 4 4 3 3 3.1 0.8 

1.3.

평가방식, 채   수료 기  등을 학습  미

리 확인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2 3 4 3 4 4 3 3.4 0.7 

2.1.
동 상 비하기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

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4 3 4 3 4 3.5 0.5 

2.2.
만화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3 3 3 4 3 4 3.3 0.5 

2.3.
토론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2 3 4 3 4 4 3 3.4 0.7 

2.4.
온라인 퀴즈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

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2 3 4 3 4 2 4 3.3 0.9 

2.5.
쉬어가기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4 3 4 4 3 3.5 0.5 

  학습활동 역 질문지 선택형 문항에 한 학습자의 반응의 평균은 3.1

에서 3.5  사이인 것으로 분포되어 부분의 문항에서 ‘그 다(3 )’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기 학습성공에 

한 정 으로 상상할 수 있는 학습활동과 놀이와 같은 유희 인 학습활동

은 학습하기에 한 감성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로그램 활용 시 경험한 학업감성을 물어보는 개방형 문항에 한 

심층면담 응답 내용  학습활동 역과 련된 학습자의 의견을 추출하

다. 학습활동 련 학습자들의 정 인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  체 학습내용을 훑어보는 것은 이후 학습에 한 자신

감을 불어넣어주었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 로 나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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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를 짤 수도 있고 나만의 체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정할 

수 있어 더더욱 학습을 잘 해내리라는 기 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학습 에 이런 걸 해놓고 계속 메뉴에서 볼 수 있으니깐 심을 

까먹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학습자 

A).

오리엔테이션이 개인 으로 좋았어요. 기존의 이러닝 로그램에

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화면구성이나 사용방법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로그램에서는 체 내용의 주제를 보고 코스 

듣기 에 체 수업내용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학

습목표나 시간표를 작성해보는 것이 이 후 수업을 기 하게 만들

었어요(학습자 C). 

보통의 이러닝 사이트에서는 본  없는 쉬어가기 활동이 매우 

좋았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지루하게 느끼려고 하는 순간에 쉬어가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

어 있어 재미도 있기도 하고 많은 힘이 되었어요. 단, 좀 더 많은 

쉬어가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는 개인 으로 웹툰

을 좋아하는 데 많은 재미있는 동 상이나 웹툰 같은 자료가 있

으면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면 놀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개발하려면 힘드니깐 련 사이트를 링크 걸

어두면 좋을 듯해요(학습자 D). 

쉬어가기 활동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던 것 

같았어요. 살짝 졸렸었는데 쉬어가기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보

면서 노는 느낌도 들고 놀면서 공부하는 느낌도 들어 졸음을 떨

쳐낼 수 있었어요(학습자 E).   

아두이노라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만화 학습자료는 재미

도 있으면서 이해도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본 만화가 

정말 즐거운 경험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 게 내용 간 

간 만화 같은 걸로 감성과 학습이 연결되면 나 에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학습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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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활동을 언제든지 선택하여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방 

지루함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학습자 H).

   

  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습성공 상상하기 학습활동과 유희 인 

학습활동에 한 정 인 감성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학습흐름 상, 

학습계획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공 인 학업성취를 상상하게 하는 

학습활동은 학습자에게 자신감, 기 감 등의 정 학업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학습활동은 지루함 등의 부정 학업감성을 

억제 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희 인 학습활동  쉬어가기 학습활동에 있어 학습자 B와 E는 

추가 으로 제한시간을 설정하여 자신이 직  선택하여 일정 시간 

쉬어가기 학습활동 후 본 학습활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   

             

  2) 이러닝 로그램 학습지원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다음 <표 Ⅳ-17>은 이러닝 로그램 학습지원 역에 한 선택형 설문

문항에 한 응답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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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침
문항 

학습자 평가 
평균

표

편차A B C D E F G H

3.1.  

 

학습  환 하는 메시지는 정 감성을 높

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

다.

4 3 3 3 3 4 3 3 3.3 0.5 

3.2.
진도에 한 피드백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2 3 3 4 4 3 3.1 0.6 

3.3.

학습시간표 내 과제물 마감기한 연장 기능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3 3 4 3 3 3.3 0.5 

3.4.
감성표  버튼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4 3 3 4 4 4 4 3.8 0.5 

3.5.
감성표  버튼의 피드백은 정 감성을 높이

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4 3 4 3 4 3.5 0.5 

4.1.
네티켓의 제공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2 3 3 3 3 3 3 3.1 0.6 

4.2.

나의 로필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

움이 되었다. 

3 3 3 4 3 3 2 3 2.9 0.4 

4.3.
자서 쓰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

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4 2 3 3 3 4 3 3.1 0.8 

4.4.
정보공유하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2 3 3 3 4 3 3.3 0.9 

4.5.

게시 의 공개 상을 설정하는 것(소그룹 

토론하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

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2 2 4 3 4 4 3 3.4 0.5 

4.6.
도움주고받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2 2 4 4 3 3 3.0 0.5 

4.7.
게시 , 채 방 등의 이모티콘은 정 감성

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4 4 3 3 3 3.1 0.6 

 <표 Ⅳ-17> 이러닝 로그램 학습지원에 한 학습자 응답 결과 

  각 선택형 문항에 한 학습자의 평균은 3.0 에서 3.8 까지 분포되었

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인간 이고 공감 인 교수 피드백과 자신을 드

러내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에 합한 

감성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된 면담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96 -

학습 시작 에 불안감, 당혹감 등이 생길 수 있는데 환 하는 메

시지나 격려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좀 더 

이런 메시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학습자 A). 

진도를 표로 확인하면서 조 만 더 하면 고지라는 멘트가 좋았어

요. 그리고 문제를 맞추거나 계획한 학습분량을 채웠을 때, 수고

했다는 등의 멘트까지  수 있으면 더 뿌듯할 것 같아요(학습자 

B). 

  이상의 학습자의 의견은 이러닝 로그램이 제공하는 메시지에 한  것

인데 환 , 격려 등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가 많은 도움이 되므로 좀 

더 추가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다음은 과제제출 기한 연장과 련된 학습자들의 의견이다. 

과제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좋으나, 기한 내 제출한 학

생들의 성 과는 차등을 두고 과제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해요. 제출기한을 넘긴 학생의 과제물은 최고 수를 받을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출한 학생들 에 다시 과제물을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공평하게 하든지요(학습자 C). 

학습시간표를 이용해서 자기 학습 스 을 리할 수 있어 좋

았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이나 평가시험 등의 시간을 넘길 경우

가 생길 수 있는데 연장할 수 있게 해서 무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과제물 제출 기한 등은 상당한 스트 스와 불안감을 

 수 있는 데 일이 바빠 시간 내에 끝내지 못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감성 으로 많이 편안하

게 느껴져요(학습자 E).

음, 사실 이러닝은 솔직하게 말해 책임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과

제물 제출 유 를 둔다면 더욱 더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

정이 돼요. 계속 제출 기한만 연장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깐 

연장사유를 작성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단서가 붙어야 할 

듯 해요(학습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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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물 제출기한 연장과 련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 다. 

공통 으로는 제출기한 연장에 있어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즉, 제출기한 연장에 한 정당한 사유, 연장 횟수 제한, 공평한 채  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 하 다.  

  다음은 학습과정에서 제공되는 감성표  버튼과 련된 학습자의 반응이

다. 

학습마친 다음, 나쁜 감성에 해당하는 버튼을 르면 캐릭터가 힘

내라고 응원해줘서 극복하고 다시 공부할 에 지가 생길 것 같아

요(학습자 B). 

지 의 차시 공부 맨 마지막에 넣는 것이 아닌 학습하기 간

간 마다 감성표  버튼을 를 수 있도록 개발하면 좋을 듯 해요. 

자주 버튼을 통해서 자기 감성을 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외로

움을 없애고 무료함을 없애  것 같아요(학습자 F). 

감성을 물어보는 버튼이 있어 지루함이 많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이 별 거 아니지만 학습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기

억에 많이 남고 다음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학습자 

G). 

  학습  제공되는 감성표  버튼이 부정 감성을 극복하고 정 감성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정  반응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성표  버튼

을 학습하기 단계에 좀 더 자주 제공하기를 바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다. 

  학습 지원을 한 커뮤니티 제공과 련된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음

은 정  반응을 보인 학습자의 의견이다. 

커뮤니티 게시 과 채 방이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학습을 해

서는 혼자 학습하기보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다른 사람과 함

께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면 즐거울 것 같아요(학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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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실패하거나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도움주고받기 게

시 에서 친구들로부터 이야기하고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면 좌 감에서 극복할 수 있을 듯해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른 

친구들 에 군가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해서 이야기를 나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학습자 C).

정보공유하기 게시 은 ( 로젝트) 할 때 내 의견, 유용한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될 듯해요. 제 꺼

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것도 볼 수 있으니깐 

공부하는 것을 많이 도와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도 들고요(학습자 D).  

교육 내용도 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공부노하우와 

도움되는 자료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정보공유하기 게시 )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학습자 E). 

다른 사람의 을 보고, ‘나는 이 게 느 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 나’ 하는 의견을 나 는 게시 도 좋지만 채 방에

서 바로바로 실시간 화를 나 는 것이 더 좋아요(학습자 G). 

이모티콘을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나쁜 감정이 

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핸드폰 등에서 이모티콘 사용하는 

것에 많이 응되어서인지 공부할 때도 그런 것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학습자 H). 

  이상은 공통 으로 학습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 고립감 등을 극복하고 

유 감 등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학습자의 의견이다. 이러한 학습커

뮤니티에 한 정 인 반응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부정 인 반응 는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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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쓰기 게시 은 다소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자신에 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네요(학습자 B).

는 SNS를 평상시 많이 사용해서인지 지 의 형태보다는 좀 더 

많은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순간

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의 감정을 표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들과도 함께 나 고 싶어요(학습자 G). 

의사소통할 때만 이모티콘이 보이는 데 그러지 말고 이모티콘이 

문제를 맞추거나 학습 단계 이동하거나 완료하는 것에 따라 보

여지면 더 좋을 듯 해요(학습자 H). 

  의 학습자 의견에 따라 의사소통도구에만 사용되는 이모티콘을 교수 

피드백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련 지침에 반 하 고 지 의 커

뮤니티 의사소통 도구에 SNS를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련 지침을 

수정하 다.

  3) 이러닝 로그램 인터페이스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다음 <표 Ⅳ-18>은 이러닝 로그램 인터페이스에 한 선택형 설문문항

에 한 응답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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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침
문항 

학습자 평가
평균

표

편차A B C D E F G H

5.1.
화면구성 안내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2 3 3 3 4 3.1 0.6 

5.2.

(다운)로딩 시 제공되는 안내는 정 감성

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

이 되었다.   
4 3 3 2 3 3 4 4 3.3 0.7 

5.3.

도우미(FAQ, Q&A, 오류신고, 제안하기 

등)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2 3 3 4 4 3.3 0.7 

6.1.

학습맵을 통해 학습경로를 이동할 수 있

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

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3 4 4 4 3 3 3.4 0.5 

6.2.
동 상 제어 기능은  정 감성을 높이거

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3 3 4 4 4 3.5 0.5 

6.3.

학습환경 설정 기능(화면 스킨, 에이 트 

캐릭터 등 옵션)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2 3 3 4 4 4 3.4 0.7 

<표 Ⅳ-18> 이러닝 로그램 인터페이스 역에 한 학습자 응답 결과 

  각 선택형 문항에 한 학습자의 평균은 3.1 에서 3.5 까지 분포되었

다. 분석 결과, 사용하기에 안정감을 주고 개인화할 수 있는 학습자인터페

이스는 학습에 합한 감성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된 면담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학생들이 정 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으로는 학습맵이라는 내비게이션 보

조도구와 도우미, 학습환경 설정 선택권 등이 있었다. 

학습페이지 순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 학습

내용을 보고 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바꿀 수 있다는 이 매

우 좋았어요(학습자 C). 

학습자가 학습맵을 통해 학습 순서를 바꾸며 학습 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았어요. 무 정해놓은 순서로만 

공부하거나 페이지 이동 버튼만 러서 다음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은 수동 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루함을 쉽게 느낄 수 있잖

아요(학습자 D). 



- 201 -

로그램 사용법이 어려워 좌 해서 온라인 학습을 포기한 이 

가끔 있는데, 이 로그램에서는 도우미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맘

이 편해져요. 도우미의 FAQ, Q&A, 오류신고, 제안하기 등 로그

램 사용과 련된 기술 인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E).  

스킨 설정, 캐릭터 사용 등을 선택하여 내 스타일 로 화면을 

쁘게 꾸  수 있는 에서 매우 즐겁게 느껴져요(학습자 F).   

학습환경 설정을 통해 화면을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는 이 재미있었어요. 는 개인 으로 시력이 안 좋아 씨 크

기가 작은 것은 보기 매우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씨체랑 크기

를 조 할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화면 색상이나 테마도 변경

하고 캐릭터도 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때때마다 바꿀 수 있어 좋

은 것 같아요(학습자 G). 

  텍스트 크기, 꼴, 배경 스킨 테마, 색상, 에이 트 캐릭터 등에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학습환경 설정 기능에 있어서는 이상의 정 인 

반응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학습환경 디자인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꾸  수 있는 것은 재

미있을 듯 하나 과연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지 

의문스럽네요(학습자 C).

  4) 이러닝 로그램 학습화면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 

  다음 <표 Ⅳ-19>는 이러닝 로그램의 학습화면에 한 선택형 설문문항

에 한 응답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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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침 
문항 

학습자 평가
평균

표

편차A B C D E F G H

7.1.
화면의 색상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

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2 2 2 4 3 3 2.8 0.7 

7.2.

움직이는 그래픽의 리듬감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3 2 3 4 3 3 3.0 0.5 

7.3.

화면크기에 신축 인 이아웃은 정 감

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

움이 되었다. 
3 3 3 2 3 3 4 3 3.0  0.5 

8.1.

화면의 시각  메타포(골 지, 박스 등)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

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3 3 3 2 4 3 3 3.0  0.5 

8.2.

질감을 주는 씨체, 이미지 등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2 2 2 3 3 2 3 2.5  0.5 

8.3.

감성표  버튼, 에이 트 등의 캐릭터 모

양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3 3 3 2 4 4 4 3.4  0.7 

<표 Ⅳ-19> 이러닝 로그램 학습화면에 한 학습자 응답 결과 

  각 선택형 문항에 한 학습자의 평균은 2.5 에서 3.4 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역에 비해 다소 조한 수이다. 특히, 상당수의 학습

자는 화면의 색상(지침 7.1., 2.8 )과 질감을 주는 씨체와 이미지(지침 

8.2., 2.5 )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문에 응답하 다. 이에 한 원인을 추론하기 해 심층면담 

내용 분석 결과,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의 학습화면에 해 학습자들 간

의 의견이 상이하 다. 먼  정  반응을 보인 학습자의 면담 내용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면디자인이 감성 으로 좋게 느껴졌어요. 특히, 로딩진행정도

를 알려주는 움직이는 그래픽이 음악 리듬, 템포 같은 것을 

으로 느낄 수 있어 짜증날 수 있는 긴 로딩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학습자 A). 

학습주제를 잘 떠올릴 수 있는 배경, 아이콘 등에 쓰인 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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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박스모양, 색 등이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학습자 F).

이모티콘, 에이 트의 귀여운 얼굴표정이 무 맘에 들어요. 제 

경우는 그 모양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껴지네요

(학습자 H).

  이는 텍스트, 이미지 등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말미암아 시각 인 즐거움

을 느 다는 내용이다. 

  이와 반 로 이러닝 로그램 화면이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언 한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로그램 강좌명이나 제목 등에 사용한 질감을 주는 씨체, 이

미지 등이 질감을 주어서 약간 붓 씨체나 종이 재질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개인 으로 깔끔하고 심 함을 좋아하는데, 

무 씨체가 단정하지 못한 붓 씨체나 종이 재질 느낌을 주

는 이미지가 그다지 크게 학습을 한 좋은 감정을 느껴지지 않

았다(학습자 C).  

화면의 색상, 씨체, 그래픽, 이아웃 등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크게 감성 으로 매료되어 정 감성을 느끼지는 않았다(학습자 

D). 

주로 사용되는 랑색이 차갑게 느껴져 그다지 정 인 감성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종이박스 색깔인 갈색톤이 더 개인 으로 

끌린다(학습자 E).  

  이상의 학습자의 이러닝 로그램 화면 련 심층면담 내용은 학습자 개

인 간 학습화면 설계요소에 한 선호도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학습화면 설계요소가 학습자 모두의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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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닝 로그램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학업감성 분석 

  학습자의 설문 응답 결과,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가 반 된 이러닝 로그램이 정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부정 감성을 억제

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단, 제외되는 것은 화면의 색상(지침 

7.1., 2.8 )과 질감을 주는 씨체와 이미지(지침 8.2., 2.5 ) 다. 반면,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것은 나만의 

학습목표  시간표 작성(지침1.1., 3.5 ), 비하기 학습활동(지침 2.1., 3.5

) 쉬어가기 학습활동(지침 2.5., 3.5. ), 감성표 버튼(지침 3.4., 3.8 )  

피드백(지침 3.5., 3.5 ) 등이었다. 학습자의 감성은 이러닝 학습화면에 비

해 학습과 직  련성이 높은 학습활동  지원에 좌우된다. 이는 이인

숙(2014), Nummenmaa와 Nummenmaa(2008), Vuorela와 Nummenmaa(2004) 

등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러닝 학습자가 경험하는 감성은 테크놀로지 

련 요소보다 교수․학습 련 요소에 더 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이러닝 로그램으로 학습 시 느 던 감성이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한 학습자들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성 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좀 더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A).

즐거움 같은 감성을 느끼면 더 많은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학습자 B). 

정 감성은 학습을 계속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학습자 C). 

유쾌한 감성은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어요(학습자 D).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좋은 감성은 학습 성과에 정 인 

향을  수 있어요(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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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느낌으로 공부하면 학습시간이 짧게 느껴져 훨씬 오랫동

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F). 

학습하는 간 간 감정과 학습이 연결되어 나 에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학습자 G).  

지루함이나 불안감 등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해결하면 좀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H). 

  부분의 학습자는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억제하면 몰입, 

기억, 학습지속 등 학습  수행에 정 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 다. 

  심층면담 질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본 이러닝 로그램을 활용

하면서 경험한 정 학업감성과 부정 학업감성을 상 범주로 나 고 각각

의 감성에 한 경험치를 하 범주로 분류하여 감성별 유발요인을 정리한 

다음 련 설계지침을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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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요소( 련설계지침)  

학업감성 경험치 

하 범주(응답 학습자) 범주 

학습목표  학습시간표 

세우기(지침 1.1.) 

� 자심감 유발(학습자 A, C) 

� 기 감 유발(학습자 A) 

정 

학업감성  

학습만화(지침 2.2.) � 즐거움 유발(학습자 G)   

진도 피드백(지침 3.2.) 
� 자신감 유발(학습자 B)

� 만족감 유발(학습자 B)

과제물 제출기한 연장(지침 3.3.) � 안도감 유발(학습자 E)

정보공유하기 게시 (지침 4.3.)  � 유 감 유발(학습자 D, E) 

게시   채 방(지침 4.3. ~ 

4.6.) 

� 즐거움 유발(학습자 A) 

� 만족감 유발(학습자 G)

도우미 버튼(지침 5.3.) � 안도감 유발(학습자 E)

학습맵(지침 6.1.) � 만족감 유발(학습자 D) 

환경설정(지침 6.3.)
� 즐거움 유발(학습자 F, G)  

� 만족감 유발(학습자 G)

시각  메타포(지침 8.1.) � 만족감 유발(학습자 C, F)

의인화된 외 (지침 8.3.) � 즐거움 유발(학습자 H)

쉬어가기 활동(지침 2.5)
� 지루함(졸음, 무료함) 극복(학습자 

B, D, E, H)

부정 

학업감성

환  메시지(지침 3.1.) � 불안감 억제(학습자 A)

과제물 제출기한 연장(지침 3.3.) � 불안감 억제(학습자 E)

감성버튼  피드백(지침 3.4,, 

3.5.)

� 부정 감성 극복(학습자 B) 

� 고립감(외로움) 극복(학습자 F)

� 지루함(졸음, 무료함) 극복(학습자 

F, G)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도구(지침 

4.7.) 
� 부정 감성 극복(학습자 H) 

도움주고받기 게시 (지침 4.7.) � 좌 감 억제(학습자 C)

도우미 버튼(지침 5.3.) � 좌 감 억제(학습자 E)

학습맵(지침 6.1.) � 지루함 억제(학습자 D) 

시각  리듬감(지침 7.1.) � 짜증(분노) 억제(학습자 A)

<표 Ⅳ-20> 이러닝 로그램 학습  학습자가 경험한   

     감성  감성 유발요소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가 경험한 학업감

성은 크게 정 감성 유발, 부정 감성 억제, 부정 감성 극복으로 나타났다.  

단, 정 감성 증진에 도움이 된 이러닝 로그램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설계원리 7(호감의 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 요소에 해 정 감

성을 경험한 학습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설계원리 1( 정성의 원리), 설계

원리 8(친근감의 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 요소에 해 부정 감성

을 경험한 학습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정 감성 유발에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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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로그램 요소는 학습목표  학습시간표 세우기(지침 1.1.), 학습만

화(지침 2.2.), 진도 피드백(지침 3.2.), 과제물 제출기한 연장(지침 3.3.), 정

보공유하기 게시 (지침 4.3.),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도구(지침 4.3.~4.7.), 

도우미 버튼(지침 5.3.), 학습맵(지침 6.1.), 환경설정(지침 6.3.), 시각  메타

포(지침 8.1.), 그리고 의인화된 외 (지침 8.3.)로 나타났다. 부정 감성 억제

에 도움이 된 이러닝 로그램 요소에는 환  메시지(지침 3.1.), 과제물 제

출기한 연장(지침 3.3.), 도움주고받기 게시 (지침 4.6.), 도우미 버튼(지침 

5.3.), 학습맵(지침 6.1.)이었고 부정 감성 극복에 도움이 된, 즉 감성조  

지원한 이러닝 로그램 요소에는 쉬어가기 학습활동(지침 2.5.), 감성버튼

(지침 3.4.)  피드백(지침 3.5.)과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도구(지침 4.3. ~ 

4.7.)이었다. 특히, 의사소통도구, 학습맵과 도우미 버튼은 학습자의 정 

감성 유발  부정 감성 완화 모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쉬어가기 활동, 감성표  버튼  피드백,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도구 

등은 부정 감성 극복을 통한 학습자의 감성조 에 도움을  것으로 드러

났다. 

  학습자들이 주로 경험한 정 학업감성은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만족

감, 자신감, 유 감 등이고 부정 학업감성은 지루함, 외로움, 분노, 좌 감, 

두려움, 불안감 등이었다. 학업감성 경험치로 언 된 빈도순으로 개별 감성

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정 감성의 경우는 만족감 6회, 즐거움 5회, 자

신감 3회, 안도감 2회, 유 감 2회, 기 감 1회이고, 부정 감성의 경우는 

지루함 7회, 불안감 2회, 좌 감 2회, 고립감 1회, 분노 1회, 기타 부정 감

성 2회이다. 정 감성 에서 많이 언 된 것은 만족감과 즐거움이었고 

부정 감성 에서 가장 많이 언 된 것은 지루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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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최종 설계원리 

가. 설계원리 개발 과정  최종 설계원리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이 학습자로 하여  학습  수행을 진할 수 

있는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단서, 정보 는 속성, 즉 감성  어포던스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선행문헌 고찰로 도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의 구성요소, 원리  지침은 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이러닝 

로그램 개발, 학습자 반응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반복 인 수정․보완 

작업이 거쳐 최종 버 으로 완성되었다(<표 Ⅳ-21> 참조).  

  먼 , 심리학, 교육공학, 감성공학, HCI 분야 련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어포던스 설계를 한 인터페이스 표 , 인터페이

스 조작, 학습 활동, 학습 지원, 사회  상호작용 지원의 다섯 개의 이론  

구성요소를 도출하 고 친근감, 심미성, 통제가능성, 사용용이성, 놀이성, 

명확성, 인간미, 균형감, 자아개방성, 결속감의 열 개의 설계원리  서른

세 개의 설계지침을 개발하 다. 

  기 설계원리에 한 타당화 작업을 해 설계원리에 한 문가 검토

와 교수설계자 상 설계원리 사용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문가 검토는 

비, 1차, 2차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비 문가 검토에서는 련

문헌 고찰 결과를 반 하여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과정에 첨을 맞추었고 

1차, 2차 문가 검토에서는 교육공학, 컴퓨터공학, 시각디자인 분야 문

가 3인은 반  개별 설계원리 타당화에 집 하 다. 특히, 비 문가 

검토에서는 교육공학, 컴퓨터공학, 시각디자인 분야 3인의 문가는 설계원

리 련 타당도 검증뿐만 아니라 문가 패  구성에 있어 교육심리, HCI, 

이러닝 콘텐츠  시스템 개발 업 문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 다. 반

복 인 문가 검토를 거치면서 이러닝 설계 작업 순서  수 을 고려하

여 이론  구성요소  설계원리의 통합, 삭제, 추가 등의 반 인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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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졌다. 문가 검토를 통해 기 5개의 이론  구성요소는 학습

활동, 학습 지원, 인터페이스, 학습화면의 4개로 수렴되었고 기 친근감, 

심미성, 통제가능성, 사용가능성, 놀이성, 명확성, 인간미, 균형감, 자아개방

성, 결속감의 10개 설계원리는 정성, 심미성, 인간미, 자아개방성, 안정

감, 개인화, 호감, 친근감의 8개 설계원리로 변화하 다. 설계원리의 타당

화를 해 문가 검토와 더불어 설계원리의 최종사용자인 교수설계자를 

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된 설계원리

에 따라 교수설계자 3인은 기존 개발된 이러닝 사이트 로그램을 재설계

한 다음 설계원리에 한 피드백을 제시하 다. 사용성 평가에서는 문가 

검토에서 이루어진 설계원리 반에 한 재구조화보다는 설계원리의 순서

이동, 설계원리의 진술문 수정, 설계지침의 기술  구 방안 는 시 제

공 등의 정교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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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문헌고찰 

인터페이스 표
친근감의 원리 

33개

심미성의 원리 

인터페이스 조작
통제가능성 

사용용이성의 원리

학습활동
놀이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

학습지원 
인간미의 원리   

균형감의 원리 

사회  상호작용 지원
자아개방성의 원리 

결속감의 원리 

비 문가 

검토 

학습화면
친근감의 원리  

33개

( 시 추가) 

심미성의 원리 

학습자인터페이스 
통제가능성의 원리 

사용용이성의 원리 

학습활동
놀이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 

학습지원 
인간미의 원리  

균형감의 원리 

인간 상호작용 지원 자아개방성 원리 

1차 문가 

검토 

학습활동 
정성, 놀이성 

32개

(설계지침 통합  
분리, 시 추가, 
의도 학업감성 추
가) 

놀이성의 원리 

학습지원 
인간미의 원리 

자아개방성의 원리  

학습자인터페이스 
안정감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학습화면 
호감의 원리 

친근감의 원리 

2차 문가 

검토 
동일 

정성의 원리 

32개

(설계지침 통합  
분리, 시 추가, 
의도 학업감성 수
정) 

유희성의 원리 

인간미의 원리 

자아개방성의 원리 

안정감의 원리 

개인화의 원리 

호감의 원리 

친근감의 원리 

사용성 평가  동일 동일(단, 진술문 내용 수정) 
동일(단, 시 
추가․수정) 

학습자 

반응평가  
동일 동일(단, 진술문 내용 수정) 동일(단, 시 

추가․수정) 

<표 Ⅳ-21> 연구단계별 구성요소  설계원리․지침 수정사항 요약

  

  이상의 설계원리 개발  용의 과정은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

야 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악하고 변인들 간의 상호 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와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설계원리는 변인들 간의 인과 계

이며(Reigeluth, 1983) 방법이나 모형에 계없이 한 조건 아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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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인 계이다(Merrill, 2009). 이러한 설계원리는 교수 달 매체에 용할 

수 있는 일반  진술문인데 반해(Clark, 2003), 설계지침은  교수 처방에 있

어 매우 구체 이고 상세한 안내문의 형태를 지닌다(Reigeluth & 

Carr-Chellman, 2009). 따라서 설계원리는 일반  수 에서 교수설계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설계지침은 구체 인 수 에서 교수  처방을 제공해야 한

다(이지 , 박정은, 2014). 본 연구의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방법에 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설계지침은 보통의 설

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 인 표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에서 교수설계

자와 이러닝 개발자의 실제 설계  개발 과정을 효과 이고 실제 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음 <표 Ⅳ-22>는 설계원리 개발, 타당화, 용  평가를 거쳐 개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최종 설계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최종 

설계원리는 네 개의 구성요소를 기 으로 총 여덟 개의 설계원리와 서른 

두 개의 설계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기술  구 방안의 이러닝 

로그램 사례화면은 [부록 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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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최종 설계원리  지침 의도 학업감성 시/구 방안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한다   

1.1. 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를 

제공하여 학습 기 학습자 자신만의 

학습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학습 주제,   목표, 
난이도, 분량, 
자료유형 등의 기 에 
따라 모듈  차시 
학습내용 구조도 제공

오리엔테이션 모듈 
는 창을 통해 목표 
 시간표 설정 기능 

설계

불안감, 두려움, 
지루함 등 억제

1.2. 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제공하라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차시별 학습단계의 :

비하기, 들어가기, 
학습하기, 쉬어가기, 
평가하기, 정리하기 등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1.3. 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계하고 상세한 채   

수료 기 을 제공하라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수료 기 의  : 
진도율 95%이상, 
과제물 는 시험 

수 평균 70  이상  
불안감, 두려움,   
시기심 등 억제 

2. 유희성(Playfulness)의 원리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희 인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2.1. 유머러스한(humorous) 
비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즐거움,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학습목표 제시  
배울 지식, 기술 등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일러스트 이션, 
사진, 만화, 음향, 
동 상, 애니메이션 등

두려움,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유 감, 기 감,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고립감, 소외감,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의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즐거움,  자신감,  
만족감 등 유발 정오답기회, 힌트 

제공, 보상 제공 등 불안감, 두려움, 
지루함 등 억제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일정 

시간(5 분, 10 분, 15 분, 20 분 등)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즐거움, 자신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학습내용 련 동 상, 
애니메이션, 
시뮬 이션, 게임, 
웹툰 등 DB  구축 

는 연결 

제한시간 5, 10, 15, 
20 분 등으로 설정 

지루함, 좌 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는 극복 

<표 Ⅳ-2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최종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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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감 인 교수 처방  피드백을 설계한다 

3.1. 학습 , 개인 이름을 호명하며 환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   

질문을 제공하라 

안도감, 즐거움,   
기 감 등 유발

로그인 후 
‘하이 이 ! 
000 님의 강좌목록을 
불러왔습니다’의 
환 메시지 제공

고립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3.2. 학습수행에 한 피드백은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을 

제공하라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규 지향평가보다는 
목표지향평가 실시

진도맵, 진도표, 
진도바 형태로 
개인학습이력 제공  

‘이 에 비해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는 당신은 OO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 제공

수행정도( 수)에 따라 
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캐릭터 꾸미기 등 
제공 

좌 감, 시기심,  
불안감  등 억제 

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1주일 내외의 기간 
연장

기한연장과 함께 
학습시간표, 
학습계획서, 모바일 
알림 등으로 시간 

리 지원 (단, 기한을 
지킨 학생과 차등 

수 부여, 기한을 
지킨 학생들에게도 
수정기회 부여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3.4. 학습  자신의 학업감성을 평가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성성찰일지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즐거움, 자신감,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의 주요 
학업감성별 버튼, 
이모티콘 설계 

학업 감성에 해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성찰일지 
설계함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습자 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감성별 다른 콘텐츠 
유형(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래픽, 
동 상 등)을 
제공하거나 캐릭터 
얼굴표정, 격려 
메시지, 도움, 안내 
등을 제시함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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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자신의 이야기, 의견, 감성, 정보 등을 부담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4.1. 의사소통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유 감, 안도감 등 
유발

네티켓 : 
실제생활에서 용된 
것처럼 같은 기 과 
행동을 고수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 하라 등

두려움, 불안감, 
분노 등 억제 

4.2.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하라

즐거움, 기 감, 
만족감, 유 감 등 
유발 는 증진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의 
에 자신의 감성 

표시 기능 지루함 등 억제 
는 극복 

4.3. 자신의 사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 (autobiographical) 공간을 
제공하라

안도감,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게시 ,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

익명으로도 올릴 수 
있게 설계

익명으로도 
작성가능하도록 설계

고립감, 좌 감, 
수치심 등 억제 

4.4. 학습 련 결과물(과제물 등), 일화,  
유용한 정보 등을 극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실수나 실패 겸험을 
학습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분 기 조성 

정보공유 게시  등 
제공 

고립감, 좌 감 등 
억제 

4.5.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체 
그룹에 공개하기 에 소그룹이나 
지정멤버와 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 

유 감, 자신감, 
안도감 등 유발 게시  공개범 ( 체 

공개, 이웃/멤버 공개 
등)설정 기능 수치심, 두려움, 

불안감 등 억제 

4.6. 학습  감성  어려에 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유 감, 즐거움 등 
유발 는 증진 도움요청 게시   등 

제공 
두려움, 분노, 
시기심 등 억제  
극복 

4.7.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비실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사소통도구를 제공하라

유 감,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 이메일, 
게시    등,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 
리얼 오디오, 
화상회의, 온라인 
채 , SNS 등 

고립감, 지루함, 
분노,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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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페이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제공한다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5.2.  (다운) 로딩 등의 시간이 길어질 때 

진척도를 알려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라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진척율 안내문구 , 

로그래스 바 제공 지루함, 분노, 
좌 감 등 억제 

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도우미(help) 
메뉴/버튼, 도우미 
에이 트, FAQ, Q&A 
등 문제원인별로 
해결안 제공 

분노, 좌 감 등 
억제 

6.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원리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1.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자신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기본 페이지 이동바 
외에 학습맵, 진도맵  
등의 형태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다양하게  
제공함

지루함,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학습진행 
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자신감,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재생/멈춤, 자막/ 본 
보기/감추기, 배속, 
다시보기, 
음량조 /소거 등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6.3. 자신의 취향 는 감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배경화면 스킨 
디자인테마  색상, 
에이 트 캐릭터 
사용유무  형태, 
텍스트 크기  꼴 
선택권 제공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학습자의 시각  호감을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빨강: 열정, 주황; 
즐거움, 랑: 차분함, 
노랑: 따뜻함, 록: 
신선함, 갈색: 신빙성, 
흰색, 온화함, 검은색: 
슬픔, 보라색: 외로움

불안감, 좌 감, 
분노 등 억제 

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모션그래픽, 타이포그래피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진척율 보여주는 
모션그래픽, 

동 인 타이포그래피 
등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fluid) 이아웃을 설계하라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기술 용  좌 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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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학습자가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8.1. 화면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의 연령  성별,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느낌의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설계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여행길, 기찻길, 항해, 
책상, 책꽂이, 책, 
종이 등

지루함, 좌 감 등 
억제 

8.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씨체,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등 유발 손 씨체, 붓 씨체,  

거친 표면이나 모서리, 
페이지 넘기기 이미지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외 을 설계하라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등 유발

의인화된 캐릭터 는 
인간과 유사한 
얼굴표정, 제스처 등 
설계

고립감,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나. 설계원리 개발 과정  최종 설계원리가 주는 시사  

  설계원리 개발 과정  최종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감성  역의 교수설

계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에 한 이론 , 실천  시

사 을 도출하 다.  

  1) 감성  역의 교수설계

  본 연구는 이러닝 교수설계의 결정  요소로 감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감

성  역의 교수설계원리를 제안하 다. 감성  역의 교수설계 련 연

구는 1980년  이후 지 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MacFadden et al., 

2005) 인지  역의 교수설계 련 연구에 비해 매우 조한 편이어서 교

수 설계 시 감성 요소를 독립 으로 깊이 있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Parrish, 2005; Tractinsky, 2004). Martin과 Briggs(1986)와 같은 기 

교수 감성 설계 학자들은 교수설계에 총체 이고 체계 인 정서  역과 

인지  역의 통합을 시도하 지만 합한 방법의 부족으로 큰 결실을 맺

지는 못하 다. 반면, Keller(1983)과 Kopp(1989)의 동기 교수모형은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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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되는 형태로 감성을 고려하 는데 이는 재까지 다양한 학습맥락에 

리 활용되고 있다. 감성  역의 교수설계 련 연구들은 공통 으로 

학습에 있어 감성의 요성을 강조하고 감성을 학습과정의 필수 산출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감성은 학습의 맥락으로서 그리고 학습과정의 일부분으

로서 교수․학습 그 자체에 필수 이며 요하다(Hargreaves,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닝 학습맥락에 있어 감성의 요성을 인식하여 이러닝 환경

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응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즉 정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부정 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자 하 다. 연구결과, 감성  역의 교수설계를 해 정 감성을 유발하

고 부정 감성을 완화시켜 학습상황에 응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교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과 학업감성 각각에 을 두기보

다는 학습상황별 련 몇몇 감성을 묶어 제시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성  역의 교수설계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 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  역의 교수설계를 해 학습맥락에서 학습자의 정서  측

면이 인지 , 동기 , 행동 , 사회  측면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 감성 자

체가 정서, 인지, 동기, 행동, 표  등의 다차원  심리  구인이므로(김민

성, 2009; 도승이, 2009; Op't Eynde & Turner, 2006; Parrott, 2001; 

Pekrun, 2006; Reeve, 2001; Scherer, 2009) 감성  역의 교수설계 한 

다양한 측면의 통합 인 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뇌과학, 교육

학, 심리학 등 범 한 분야 연구 성과에 힘입어 감성은 인지와 상반되는 

속성이 아니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

고, 동기  타인과의 계가 감성과 상호 으로 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고 밝힐 수 있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환경에서 어

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수 있다. 

  최근 감성  역의 교수설계 련 연구는 이러닝 학습맥락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면 면 학습환경에 비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

이 더 많은 감성 경험을 하며 부정 감성도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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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leitner, 1997; Moneta & Kekkonen-Moneta, 2007). 이러닝 상황에서 

정 감성을 높이고 부정 감성을 낮출 수 있는 교수 략  구 방안을 제시

한 Astleitner(2000)와 Astleitner와 Leutner(2000)는 인지  동기 설계를 통

합하는 감성 교수설계(emotional design of instruction)를 제안하 다. 이후 

Glaser-Zikuda 외(2005), MacFadden 외(2005), Rowe(2005), Wang과 

Kang(2005) 등이 감성  측면의 이러닝 교수설계 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편  는 개념  수 에 머무르고 있어 감성  측면을 인지 , 동기 , 

행동 , 사회  측면과 통합하여 실제 이고 구체 인 수 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낮추기 하여 ( )인지  단서, 동기  단서, 행동

 단서, 사회  단서 등을 설계하 다. 먼  ( )인지  단서로 학습자에

게 학습계획하기, 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 학습계획을 통한 학업성

공에 한 정  상상하기,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학습

활동, 퀴즈, 퍼즐, 퀘스트 등 평가활동 등을 제공하 다. 동기  단서로 학

습자들에게 기술  안내  도움 제공, 숙달목표 설정, 공감  피드백, 감

성표  버튼, 친근하고 호감 인 화면 등이 있다. 학습자들에게 기한 연장

하기, 시간 리하기, 진도 검하기, 쉬어가기, 도우미 활용하기, 게시  쓰

기, 환경 설정하기,  쓰기 등이 가능한 기능을 제시하 다. 그리고 사

회  단서로 력학습활동을 한 이모티콘 지원 실시간․비실시간 의사소

통도구가 제공되었다.  

  둘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응  학업감성을 유발하기 한 교수설계원

리는 기본 으로 정 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감성을 억제할 수 있는 교수

 처방과 함께 감성조  지원방안을 추가 으로 반 되어야 한다. 기존 

감성  역의 교수설계 연구들 컨 , Astleitner(2000), Glaser-Zikuda 외

(2005), MacFadden(2005), Rowe(2005) 등은 정 감성을 높이고 부정 감성

을 낮출 수 있는 교수설계방안에 해 이 맞추어져 있다. 감성  역

에 있어 보다 극 인 교수  처방을 해 학습자의 정 감성을 증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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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정 감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감성조  지원방안을 추

가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성을 조 한다는 것은 감성이 부정  혹

은 정 으로 높아지는 것을 응 으로 처하는 것이며(Kopp, 1989) 학

습을 한 상황에 합한 응  감성을 증진하고 부 응  감성은 억제시

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Izard, 2001; Pekrun, 2011). 이러한 감성조 은 

학습자의 정  감성의 효과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Glaser-Zikuda et al., 2005)을 감안하여 이인숙(2014)은 감성조

을 지원하는 교수 략을 규명하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감성조 략  학습상황에 용 가능한 것으로 

김은진(2013), 김은진과 양명희(2013), Augustine과 Hemenover(2009), 

Ben-Eliyahu와 Linnenbrink-Garcia(2012), Carver와 Scheier(2000) 등이 제안

한 표출, 기분 환, 사회  지지에 기반하여 이러닝 학습자의 감성조  지

원방안으로 표출을 한 버튼, 이모티콘, 로필, 학습환경 설정 기능 제

공, 기분 환을 한 쉬어가기 활동 제공, 사회  지지를 한 동료도움 요

청 공간 제공 등의 설계지침이 개발되었다. 학습자 면담 결과, 감성조 지

원을 한 설계지침으로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도구, 쉬어

가기 학습활동 등은 부정 감성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이에 비해 정 감성 증진과 련된 감성조  경험에 해 언 한 학

습자는 없었다. 학습상황에서의 감성조  략 련 연구 부분은 정 

감성을 증진하는 것 보다 부정 감성을 극복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과도한 감성은 이성  사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 감

성을 더욱 더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 더 부정 일 수 있기 때문이다

(Cottrell & Neuberg, 2005). 학습상황에서 과도한 정 감성이 오히려 학습

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교수설계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조  략으로 감성표출, 사회  지지, 기분 환만 

용하 는데 학습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평가(reappraisal)에 한 설계방

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재평가는 부정  상황에서 정  측면을 찾거

나 부정  경험을 정 으로 바라보며 부정 감성을 조 하는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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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ine & Hemenover, 2009; Ben-Eliyahu & Linnenbrink-Garcia, 2012; 

Gross & John, 2003; Larsen & Prizmic, 2004). 재평가는 학습상황에서 활

용가능한 감성조 략으로 기존 연구(김은진, 2013; 이인숙, 2014)에서 제

안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해  수 있는 이러닝 로그램 요소를 본 연구에

서는 구 하지 못하 다. 이러닝 환경에서 재평가 감성조 략을 용하

여 학습자들이 부정  상황에서 정 인 측면을 찾거나 부정  경험을 

정 으로 바라보며 부정 감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도구를 이

러닝 로그램에 구 할 수 있는 설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감성조

을 지원하는 설계원리에서 더 나아가 감성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심화된 감성  역의 교수설계방안에 한 심도 필요하다. 

  셋째, 감성  역의 교수설계가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습과정

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감성 상태를 인식하여 그에 해 한 교수  처

방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

여 학습자가 직  자신의 감성을 보고하도록 하 으며 보고된 감성에 따라 

격려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학습경로를 추천하 다. 

  학습자의 심리  자가보고 방식으로 학습자의 감성 상태를 인식하는 것 

외에 최근 발 하고 있는 생체  행동 센서를 활용하여 자동 인 감성 인

식이 가능하다(Fragopanagos & Taylor, 2005; Nitin et al., 2011). 자가보고 

방식이 학습자의 개인  느낌, 내  인식 등의 주 인 측면에 의존하지

만 가장 간편하고 경제 이며 신속하게 감성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

문에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체 신호 센서와 신체행동 

센서의 기술발달로 좀 더 과학 인 방법으로 학습자의 감성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fMRI, PET 등의 뇌 상촬  방법과 EEG, ECG, BVP, EMG, EDA 

등의 뇌 검사 방법, , 얼굴, 몸짓, 발화 등의 행동 센서 측정방법, 그리

고 마우스  키보드 작동 트래킹 방법과 같은 과학 , 공학  감성인식 

방법이 존재한다. 설문, 면담, 찰 등에 국한되어 학습자 감성 경험을 추

론하는 본 연구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생체, 행동 데이터 센서 기법을 통

해 객 인 증거에 기반하여 감성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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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학습과의 계를 악할 수 있다. 최근 Leony, Muñoz-Merino, Pardo

와 Delgado Kloos(2013)는 컴퓨터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순서를 통해 

학습자의 행복, 좌 , 혼란, 지루함이라는 4가지 감정 인식하여 학업성  

 활동과의 계를 분석하 다. 감성과 학습과 한 계가 차 밝

짐으로써 학습자의 감성 상태에 해 한 교수  처방 마련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 자신감, 지루함, 좌 감 등의 주요 학업감성에 

한 피드백으로 캐릭터의 공감  표정과 함께 칭찬 는 격려 메시지를 제

시하 다. 련 선행연구( . 박정  외, 2008; 신민철 외, 2012; Azevedo & 

Strain, 2011; Conati, 2011; Fragopanagos & Taylor, 2005; Wang et al., 

2008 등)는 학습자의 학업감성(조 )을 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피드

백으로 감성에 따라 동 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래픽, 게임 

등 다른 콘텐츠 유형 제공, 속도, 난이도 등 조 , 선택권 는 통제권 제

공, 에이 트의 텍스트, 얼굴표정, 손짓, 몸짓, 음성 등 는 이모티콘을 통

한 공감  메시지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성  피드백에 한 

연구는 부분 감성 기반 지능형 교수 시스템 는 애니메티드 교육용 에

이 트 시스템 등의 감성컴퓨  분야로 교수  처방을 문 으로 연구하

는 교수설계 분야에서의 극 인 심이 필요하다. 

  2)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 

  이러닝 환경을 학습자의 행동이나 감성  반응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

발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어포던스 기반 설계이다. 어포던스의 구체 인 설계방법론인 어포던스 기

반 설계는 Gibson, Norman 등의 어포던스 이론을 정리하여 공학설계 분야

의 Maier와 Fadel(2009)과 교수설계 분야의 Goodyear(2011)가 구안한 것으

로 어포던스를 분석  종합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Norman(2004)가 제안한 감성  어포던스를 본능 , 행동 , 숙고 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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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나 어 분석  종합하 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지각하여 실제 인 수행을 하

도록 제공하는 속성인 어포던스  감성  값이 가지는 감성  어포던스에 

을 두고 연구하 다.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 련 기존 연구는 

인터페이스 역에 주된 심을 보 다면, 본 연구는 인터페이스뿐만 아니

라 학습활동, 학습지원, 학습화면 등의 역으로 심의 폭을 확 하 다.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인 학습활동, 학습지원, 인터페이스, 학습화면과 학

습자가 감성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기에 도움이 되는 감성을 불러일

으키고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감성  어포던

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방안을 개발하 다. 이에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를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

의 감성 유발 요소에 한 이론 , 실제  감성 설계원리를 마련하는 과정

을 통해 원인으로서의 설계원리와 결과로서의 학업감성 간의 상호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감성  반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활동, 학습지원, 인터페이스, 학습화면 요소를 

도출하 으며 각 요소별 감성  역의 설계방안을 선행연구, 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이러닝 로그램 개발, 학습자 반응 평가 등을 거쳐 마련하

다.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원리를 용한 이러닝 로그

램에 한 학습자 반응 평가결과를 토 로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을 유발하

는 요소들과 학습자의 학업감성 간의 상호인과 계를 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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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용된 

이러닝 로그램의 효과

  둘째,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를 통해 학습자와 이러닝 

환경 간의 감성  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어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자 

심 상호작용  학습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이러닝 

교수설계는 이러닝과 같은 교수․학습 테크놀로지 설계에서 학습내용을 어

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을 맞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포던스 기반 이

러닝 환경 설계를 해 학습자와 학습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주

된 심을 두었다. 본 연구에는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인 학습활동, 학습지원, 인터페이스, 학습화면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느

끼고 상호작용하는지 다각 으로 고려함으로써 상호작용이 풍부한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인 학습자와 환

경인 이러닝과의 계가 성립되어 그들의 계 사이에서 학업감성이 유발

된다. 유발되는 학업감성이 가져오는 결과에 따라 그들 간의 새로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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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형성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이 지니는 어포던스는 학습자들에게 지

각되어 행 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닝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

는 학습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Sedig & Parsons, 

2012). 이를 감성  어포던스에 용한다면, 이러닝 환경이 제공하는 감성

 어포던스는 학습자들이 잘 인식하여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닝 환경이 지니는 감성  어포던스 한 

학습자에 의해 지각되어 감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닝 환경의 감성  어포던스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Ⅳ-28] 감성  어포던스 에서 본 이러닝과 학습자의 

감성  상호작용   

  학습자 심 학습환경은 학습자 마다의 학습에 한 흥미와 요구를 드

러낼 수 있게 해 주고 다양한 수 의 상호작용성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자기조 이고 자기주도 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Hannfin & Land, 1997). 따라서 학습자 심 환경은 명시 으로나 

암묵 으로나 학습자가 실제 인 학습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 스스로의 노

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Jonassen & Land, 2012).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들이 이러닝 환경과 감성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 감성(조 )역량을 지원해 주는 감성조 략인 사회

지지(social support), 표출(venting), 기분 환(distraction)을 한 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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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감성표  버튼, 쉬어가기 활동 등을 설계  개발하 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가 제 로 되었을 때 학습환경이 학습자

를 감성 으로 자극하고 이를 지각할 수 있는 학습자는 학습환경이 의도하

는 학업감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1990년  반 이후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 과 확산은 학습환경 

설계로 교수설계의 수 이 높아지고 있다(임철일, 2012). 학습환경 설계는 

구성주의  에 이론  기 를 두어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 마련에 그 

궁극 인 목 이 있다(Hannafin, Land, & Olivrer, 1999; Savery, 2009). 학

습자 심의 학습환경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환경을 생성하고 의미를 구

성해가도록 하는 어포던스로서의 환경을 의미한다(Jonassen & Land, 2012). 

어포던스 이론은 시 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자 심  학습을 의미하는 

철학 , 인식  패러다임인 구성주의 학습이론으로서(황지 , 2009) 정보화

사회의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하는 학습환경에 이론 , 실천 으로 효과

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태지각심리 의 어포던

스 이론에 기반하여 교수․학습 측면과 기술  측면에서 학습자 주도의 상

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한다는 에서 디지털 네이티

 학습 세 에 합한 학습자 심의 상호작용  학습환경 설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에서 하이테크의 역할이 커질수록 오히려 인간 심  교육에 한 

필요성과 가능성에 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Palloff & Pratt, 1999). 다시 

말해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 지식 구성과 공유의 학습장, 나아가 비인간

인 사이버 환경을 감성  사이버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감성

인공지능, 감성 컴퓨  등의 발달로 감성  상호작용이 가능한 감성 인터

페이스의 구 이 가능해짐(Prendinger & Ishizuka, 2004)에 따라 감성 으로 

상호작용이 풍부한 이러닝 환경(emotionally interactive e-Learning 

environments)을 설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

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원리는 학습자와 이러닝 환경과의 감

성  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으로써 더욱 더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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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 마련의 가능성을 높

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선행문헌을 통해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의 이론  구성요소를 개발하거나 설계원리를 반 하는 

이러닝 로그램 설계  개발할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문헌고찰을 통해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

성  어포던스 설계의 이론  구성요소 개발과 설계원리를 반 한 이러닝 

로그램 설계  개발에 활용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와 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를 감성  어포던스 구

조 매트릭스의 행과 열에 입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의 감성  어포

던스를 증진할 수 있는 설계의 이론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설계원리를 

용하여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  개발 시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

릭스는 교수설계자, SME, 웹 로그래머, 웹 디자이  등의 원활한 업 

 의사소통을 해 설계원리의 이러닝 로그램 구 여부 는 정도를 간

편하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

스는 서술식 표 의 설계원리 표와 함께 제공됨으로써 설계원리의 사용성

을 높일 수 있다. 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이러닝 로그램의 품질

인증 등 평가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인공물이나 환경의 요소들에 설계 요소 는 

원리들에 해당하는 어포던스가 반 되었는지를 단할 수 있는 것으로 어

포던스 기반 설계를 해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의 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설계자들이 설계 단계에서 구조를 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Maier, Ezhilan, & Fadel, 2007; Maier & Fadel, 2009). 어포던스 구조 매트

릭스를 활용한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는 이상 인, 이론 인 교수설

계 활동, 차, 기능 등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감성  특성  실제 학습과

정과 학습환경의 속성을 제 로 이해하여 다양한 학습활동  기술요소를 

실질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제 , 구체 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양극

성을 지니는 어포던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양(+)의 어포던스와 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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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던스를 지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로 하여  정

 감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에 제한하

다. 

  공학설계 분야에서 활용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상단, 하단, 앙, 

우측, 좌측의 총 5개 역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어

포던스 구조 매트릭스 활용의 목 은 개발될 인공물이나 환경 요소들에 의

도하는 설계요소인 어포던스가 잘 반 되었는지 단하기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포던스 설계에 필수 인 정보 는 단서와 그들의 계를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화를 해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간소

화시켰다. 이러닝 환경의 구성요소를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 행(상단)에 

입하고 열(좌측)에는 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를 입한 다음, 감성  

어포던스와 사용자 사이의 향을 악하며 정 인 어포던스인 양(+)의 

어포던스를 표시하 다. 인공물 는 환경과 사용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어

포던스를 분석, 종합  정리할 수 있는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한 도구

인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는 인공물 는 환경의 일부 요소에 잠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행 를 지니고 있는 계를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물 는 환경이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실제 으로 유익하

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박형주, 2012; Maier, 

2011; Maier & Fadel, 2009).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

트릭스는 이러닝 환경의 어떤 요소에 잠재 으로, 의도 으로 유발할 수 

있는 감성  반응을 내포하는 계를 시각화, 구체화시켜주어 어포던스 기

반 설계를 한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고찰을 통

한 기 설계원리를 도출 시 양(+)의 감성  어포던스를 한 이러닝 설계

요소와 어포던스 설계요소의 최 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이론  틀로 그

리고 교수설계자, 개발자, SME 등의 업하여 실제 이러닝 로그램을 설

계  개발 시 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와 감성유발 이러닝 구성요소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활용하

다. 이러닝 로그램의 품질인증 등 평가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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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 된다.   

  넷째, 이러닝 환경 설계에 있어 감성 유발 교육  속성과 기술  속성의 

균형 있는 고려가 요구된다. 부분의 테크놀로지 기반 설계에 있어서는 

교육  속성을 기술  속성에 비해 강조하고 있다(박종선, 2013; 이인숙, 

2014; Kabilan, Ahmad, & Abidin, 2010; Nummenmaa & Nummenmaa, 2008; 

Vuorela & Nummenmaa, 2004). 이러한 경향은 이러닝의 기술  속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어포던스를 간과할 소지가 있다. 어포던스 기반 

학습환경 설계를 해 학습환경의 교육  속성과 기술  속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닝 설계는 교수․학습 측면뿐만 아니라 달하는 달 

체제의 기술  측면에 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종선, 2013; 

Brown & Voltz, 2005; Cassarino, 2003; Palloff & Pratt, 1999; Steen, 2008). 

이러닝과 같은 테크놀로지 환경에서의 교수설계는 교수․학습  속성 외에 

기술  속성에 기반하기에 고차원 인 교수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닝 설계자는 학습자의 감성 경험을 한 설계를 해 교수․학

습  특성과 매체  특성에 한 철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학습환경에 비해 이러닝 환경은 교육  속성뿐만 아니라 기술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어포던스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닝의 

교육  속성에 기반하여 교육  어포던스를 밝힌 연구(최원정, 2013; 

Churchill & Churchill, 2008; Cochrane & Bateman, 2010; Dickey, 2003, 

2011; Kirschner, 2002; Kirschner et al., 2004; Klopfer & Squire, 2008; 

Patten et al., 2006; Spector, 2012; Tan et al., 2012; Webb, 2005)와 이러닝

의 기술  속성에 기 하여 기술  어포던스를 밝히 연구(박형주, 2012; 황

윤자, 2013; Kirschner, 2002; Kirschner et al., 2004) 결과를 종합하여 이러

닝의 기술  어포던스와 교육  어포던스를 총체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의 교육  속성과 기술  속성의 균형을 

해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제시하는 감성, 감성  어포던스의 개념, 특

징, 차원  요소를 심으로 교육공학 분야에서 제시하는 이러닝 감성 고

려 교수설계 략과 감성공학 분야에서 제시하는 이러닝 감성 고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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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설계 략을 통합하여 조직화, 정교화 작업을 반복 으로 거

쳤다. 한 본 연구는 이러닝 학습활동  학습지원의 교육  속성에 기반 

한 기술  구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닝 인터페이스, 학습화면의 기술  속

성에 있어 교육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 다. 

[그림 Ⅳ-29]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 련 연구 분야 

  미래 생태  학습환경 개발을 해서는 학습자의 감성  상호작용을 지

원하는 다학제 인 연구가 요구된다(Goodyear, 2011). 이러한 에 입각하

여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  개발을 해서는 교육공학 

분야의 감성 교수설계이론을 토 로 생태·인지·정서·교육 심리학, 뇌과

학, 감성과학 등의 분야의 감성 이론, 어포던스 이론과 감성컴퓨 ,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CI, 그래픽 디자인 등의 분야에

서 제안된 감성 기술설계이론 등의 범 한 련 이론을 통합하여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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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업감성에 해 심

을 가지고 출발하여 정 학업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학업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수설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기존 이러

닝 설계에 있어 다소 간과되었던 감성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 심 상

호작용  학습환경을 설계․개발하기 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

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해 어포던스 이론에 기반하여 

이러닝 학습자들의 학업감성 유발 요소를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이를 이러

닝 환경 설계 역에 목하기 한 이론 , 실제  과정을 거쳤다. 기존의 

이러닝 련 어포던스 연구 부분이 콘텐츠나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표면

 디자인 등에 집 하는 데에 비해,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업감성 경험에 

을 맞추어 이에 한 범 한 분야에서 다양한 으로 연구되고 있

는 감성  어포던스 개념  설계원리를 이러닝 환경에 최 화하여 제시하

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개발된 설계원리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

고자 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이러닝 로그램 개발, 학습자 반응 평가 

등을 실시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  논의를 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 으

며,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 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 다.  

 

1. 결론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이

를 용한 이러닝 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선행문헌 고찰뿐

만 아니라 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이러닝 로그램 개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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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을 통해 반복 으로 수정․보완을 거침으로써 개발되었기에, 이러닝 

로그램  지원시스템 설계를 한 이론  틀이자 실제 인 설계지침이 

될 수 있다. 

  이론  근거인 감성  어포던스 이론을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 설계

에 용해 으로써 교육공학뿐만 아니라 생태심리학, 인지심리학, 정서심

리학, 교육심리학, 뇌과학, 인지과학, 감성공학, 감성컴퓨 , HCI, 시각디자

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성 설계와 련된 요한 연구

결과들의 총체 이고 체계 인 통합을 본 연구에서 시도하 다. 이는 감성 

설계와 련된 타 분야의 연구결과를 이러닝 교수설계이론과 통합함으로써 

이러닝 환경 설계의 교육 , 기술  방법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닝 설계  개발의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교수설계, 교육심리, 컴퓨터공학, HCI, 시각디자인 등의 분야 문가 검토

로 말미암아 다학제간 연구커뮤니티와 산학 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추후 이러닝 련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이러닝 개발작업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들이 어떻게 감성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한 구체 인 요소  시를 

포함하고 있다. 한 어포던스 기반 설계의 실질 인 도구인 어포던스 구

조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실제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  개발 시 감성  

어포던스 설계요소와 감성유발 이러닝 구성요소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 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설계원리는 개념

 수 에서의 설계원리가 아닌 실제 , 구체 으로 설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원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김주혜(2007), 김혜온(2007), Astleitner(2000), Glaser-Zikuda 외

(2005), MacFadden (2005), O'Regan(2003), Quinn(2006), Rowe(2005) 등이 제

시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정 감성의 유발과 부정 감성의 억제를 한 교

수 략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감성조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함으로써 이러닝 환경에서의 총체 인 감성 교수설계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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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이 감성  역의 교수설계가 정 감성 향상과 부정 감성 

감소를 한 략을 연구자의 통찰에 의해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어 학습자

의 감성  특성에 한 면 한 이론 , 실제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 못하

다.

  최근 웹, 유비쿼터스 기술, 모바일 기기 등의 테크놀로지 발달로 이러닝 

2.0, 유러닝, 엠러닝, 스마트러닝 등으로 확 됨에 따라 이러닝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루함 등으로 도에 쉽게 탈락하

거나 실패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학습자 마다의 학습에 한 흥

미와 요구를 드러낼 수 있게 해 주고 다양한 수 의 상호작용성을 제공하

여 학습자들이 자기조 이고 자기주도 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학습자 심 이러닝 환경 설계가 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 심 환경은 명시 으로나 암묵 으로나 학습자가 실제 인 

기존의 인지  특성들만으로는 학습자를 제 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자 심의 이러닝 환경 마련을 해서는 학습자의 감성  특성 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경험하

는 감성의 유형, 요인, 효과 등을 다각 으로 분석하여 반 함과 동시에 개

인목표, 이  경험, 시간 리, 자기믿음, 귀인, 학습스타일, 심, 취향, 선

호도 등에 의해 향을 받는 학습자의 감성  특성을 극 고려하여 설계

원리를 개발하 다. 학습자의 다양한 감성에 맞는 효과 인 교수․학습을 제

공하기 하여 학습자의 감성  특성에 한 보다 극 인 성찰이 필요하

다. 실제 학습자 감성  특성을 경청하고 이를 학술  논의로 이끌어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이러닝 학습자가 학업을 지속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감성  차원의 여러 교수  처방 는 

방안을 상당한 선행문헌 고찰 자료와 문가  학습자로부터 수집된 다양

한 자료를 근거로 체계 으로 밝 내었다는 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는 단순히 정 감성의 최 화와 부정 감성의 

최소화가 아닌 학습상황에 걸맞게 하게 조 되는 응  학업감성

(adaptive academic emotion)을 목표로 하는 이러닝 로그램 설계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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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 주어 이러닝 학습자의 감성역량 향상  학습  수행 진에 일

조할 수 있다.  

  셋째,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를 해 본 연구에서 제안

된 학습활동, 학습지원, 인터페이스, 학습화면의 4개 구성요소와 정성, 

유희성, 인간미, 자아개방성, 안정감, 개인화, 호감, 친근감의 8개 설계원리 

그리고 설계원리별 3개~7개의 상세설계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어포

던스 설계원리  지침이 구 된다면 오히려 인지 부하를 래할 수 있으

므로(황지 , 2013) 각각의 설계원리는 독립 으로 설계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이러닝 로그램을 평가하여 재설계 시 구 되지 못하거나 구 수

이 떨어지는 경우에 필요한 설계원리를 선별하여 용할 수 있다. 한 다

양한 설계원리들이 상호보완 으로 설계되어 용될 수 있다. 컨 , 감성

표  버튼의 경우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한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감성표  

버튼의 친근한 화면 설계가 필요한데 감성표  버튼이 친근한 학습지원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인간미가 넘치는 화면설계로도 용될 수 있다. 이처

럼 이러닝 환경의 학습지원 요소를 한 인간미의 원리와 학습화면 요소의 

친근감의 원리는 서로 상호보완 으로 용 는 설계될 수 있다.  

2. 제언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감성  역의 교수설

계, 감성  어포던스 기반 이러닝 환경 설계에 한 가능성과 동시에 제한

을 지닌다. 연구의 제한 을 검토하여 추후 연구들이 경험 , 심층 , 다

각 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정교화된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논의를 통해 밝 진 본 연

구의 제한 에 근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하여 해당 설계원리에 따라 이러닝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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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 다. 설계원리를 용하여 개발된 이러닝 로그램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 기술  구 수 이 높아지긴 하 지만 실제 인터페이스 조작

이 가능하지 않는 웹페이지 형태의  충실도(mid-fidelity) 로토타입 수

이어서 해당 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자의 반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래피드 로토타이핑 과정에서 로토타입에 한 검토 작업에 이

러닝 로그램 개발자인 교수설계자, SME, 웹 디자이 , 웹 로그래머, 교

수설계자 4인이 참여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최종사용자인 상 

학습자의 로토타입에 한 반복 이고 순환 인 사용성 평가를 거쳐 기

술 으로 제약사항이 없는 이러닝 콘텐츠, 랫폼,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이에 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  활용한다면 설계원리를 개선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닝 로그램으로 제한된 차시가 아닌  

과정을 학습하는 실제 교육 장에 용하는 경험  연구를 추가 으로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는 학습자의 정 학

업감성을 유발하고 부정 학업감성을 억제하는 데 기본 인 목표를 두었다. 

그 이유는 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정 감성은 행동, 인지, 학습 등에 정

 향을 미치고 부정 감성은 이에 해 부정  향을 끼침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Artino와 Jones II(2012), D’Mello와 Graesser(2012) 

등은 혼동감, 불편함, 좌 감 등의 부정 감성이 오히려 학습, 인지 등에 

정  효과 유도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한 심층 인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닝 환경에서 감성은 학습  역동 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학습상황에 합한 응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자의 감성

(조 )역량이 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표출을 한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지원 의사소통도구, 기분 환을 한 쉬어가기 학습활동, 

사회  지지를 한 도움요청 게시  등을 통해 감성조  지원 방안을 마

련하 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감성조 지원을 한 보다 극 인 교수처방

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정 감성 는 감성군에 따라 특화된 피드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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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어포던스 기반 설계방법을 용하여 정  행 나 반

응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의 어포던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어포던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 다. 반면, 부정  행 나 반응을 유발하는 음(-)의 어

포던스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양가성의 값을 가지는 어포던스의 특징을 기반으로 양(+)의 어포던

스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음(-)의 어포던스를 감소시키는 설계원리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어포던스 기반 설계를 체계 , 구체

으로 수행하기 해서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를 용하 는데 이에 

한 활용가능성 는 효과성 검증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일반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디자인, 술, 기, 

자공학 분야의 기 지식을 융합한 취미교양과목에 용하여 학업감성   

학습 반에 걸쳐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결과는 

모든 과목과 학습자를 상으로 확 하기에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인간의 

감성발달 차원을 고려하면 아동들이 느끼는 감성과 성인이 느끼는 감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학습자를 상으로 다양한 과목에 

용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설계원리의 보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학습자  과목에 용한 경험  연구를 통해 

설계원리가 학습자의 학업감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업감성이 학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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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1차 설계원리  지침 

인터페이스 
표

1. 친근감(Familiarity)  원리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하라
(정병용, 2012; Astleitner & Leutner, 2000; Hiroyuki, 2008; Rogers, Sharp, & 
Preece, 2011; Weinschenk, 2011)

1.1. 화면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활용하라(김희철, 2006; 유명환, 2006 유명환 

& 성 아, 2007; 이수도, 송정수, 2013; Delfino, Dettori, & Persico, 2008; 
Hiroyuki, 2008; Kimar et al., 2004; Norman, 2007) 

1.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김효 , 

박수진, 2010; 손 지, 2010; 이수동, 송정수, 2013; 유명환, 성 아, 2007; 
은혜 , 김 석, 2011; Hirumi, 2002; Lohr, 2008; Walter, 2011) 

1.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설계 시, 의인화된 공감  
외 (주요 감성별 얼굴표정, 제스처 등)을 설계하라(du Boulay, 2011; 

Clark & Mayer, 2012, D’Mello & Calvo, 2011; Feidakis et al., 2011; Romero 
& Watson, 2010; Veletsianos, 2010, Weinschenk, 2011)

2. 심미 (Aesthetics)  원리

▌ 학습자의 시각  주의, 심, 흥미 등을 이끌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
면을 설계하라(진경아, 2012; 황신웅, 이선아, 손 우, 2009; 교수; 
Hassenzahl, 2004; Lavie & Tractinsky, 2004; Norman, 2004, 2005; 
Schwier& Misanchuk, 1993)

2.1. 다양한 학습기기와 화면사이즈에도 화면이 잘리지 않고 매력 인 
이아웃을 설계하라(신재욱, 황진원, 2012; 조경자, 선지 , 환 희, 2004; 

한정민, 2010; Beaird et al., 2011) 

2.2. 화면이 난잡하거나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라(김교완, 송 훈, 2006; 김민아, 2010; 이정희, 이재무, 2007; 이수
동, 송정수, 2013; 조경자, 선지 , 환 희, 2004; 진경아, 2012; Beaird et al., 
2011; Willats, 2004; Wilson & Challis, 2004) 

2.3. 감성을 자극하여 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모션그래픽, 타이포
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라(손민정, 2005; 

정승은, 2002; 정지미, 2006; 황진원, 2012; Beaird et al., 2011) 

인터페이스 

조작
3. 통제가능 (Controllability)  원리

▌ 학습경로 이동과 학습환경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라(김혜온, 2007; 
Baxley, 2003; Lynch & Horton, 2008; Ssemugabi & De Villers, 2007; Tzvetanova, 
2008; Weinschenk, 2011)

Ⅰ.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설계원리  

  다음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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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습 주제, 난이도, 학습 단계 등에 따라 원하는 학습페이지 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학습맵, 학습길잡이 등의 다양한 내비게이션 보조
도구를 설계하라(김혜온, 2007; 유명환, 2006; 조미헌 외, 2010; Chuah, 

Chen, & Tech, 2011; Head, 1999) 

3.2. 재의 학습 치와 개인학습이력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다음 학습경
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3.3. 인터페이스의 외 (배경화면 색상 등)을 학습자 자신의 선호도, 취
향, 감성 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스킨’선택권을 제공하라
(Brinkman & Fine, 2005; Fine, 2005; Fine, 2008; Jarvenoja, & Jarvela, 2005; 
Quinn, 2006; Tzvetanova, 2008)

3.4.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김

주혜, 2007; 한국U러닝연합회, 2007; Quinn, 2006)

4.  사용용 (Easy of Use)  원리

▌ 로그램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한 기술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라(O'Regan, 2003; Juutinen & Saariluoma, 2010)

4.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는 오리엔테이션(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을 사용

기에 제공하라(백 균 외, 2010; Juutinen & Saariluoma, 2010; MacFadden et al., 

2005) 

4.2. 로딩, 다운로드 등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가 기다리는 동안 지
루하지 않게 안내 로그래스바나 문구를 제공하라(김혜온, 2007) 

4.3.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김

혜온, 2007; Head, 1999; Juutinen et al., 2011; Saariluoma & 
Kayttajapsykologia, 2004)

학습활동 5.  놀 (Playfulness)  원리

▌ 놀이와 같이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하라(Hartson & Pyla, 2012; 
Wang & Kang, 2006) 　 

5.1.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유머,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설계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Mello & 

Calvo, 2011; Garrison et al., 2000; MacFadden et al., 2005; Quinn, 2006; 
Rourke et al., 2001; Swan, 2002) 

5.2. 목표를 성취하 을 때를 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림, 사
진, 음악,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유머러스한 사

학습(warm-up) 활동을 제공하라(김은진, 강인애, 2011; 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elfino & Persico, 2011; Gross & 
Levenson, 1995; Iverson, 2005; Picard et al., 2001; Quinn, 2006) 

5.3. 놀이와 같은 시뮬 이션, 게임 등을 제공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Mello & Calvo, 2011; Frasson, Chalfoun, 2010; Iverson, 
2005; Quin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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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흥미로운 문제나 내용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을 활
용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Glaser-Zikuda et al., 2005;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3)

5.5. 도 이고 상호작용 인 게임방식(정오답 기회, 힌트, 보상 등)의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활동을 설계하라(안

성혜, 송수미, 2009; 이학수, 도 임, 2012) 

6.  확 (Clarity)  원리

▌ 명확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활동을 제공하라(Glaser-Zikuda et al., 
2005)

6.1. 학습내용의 주제, 수 , 분량 등에 따른 모듈  차시의 구조도를 
제공하라(김주혜, 2007; Jarvenoja, & Jarvela, 2005, 2009; Pekrun, 2011; 
Wosnitza & Volet, 2005) 

6.2. 학습목표와 평가활동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세한 채  
기 을 제공하라(김주혜,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O'Regan, 2003) 

학습

지원 
7.  간미(Humanity)  원리

▌ 감성 측면을 고려한 공감  피드백, 메시지 등을 통해 인간미 넘치는 
수업분 기를 조성하라(Rowe, 2005) 

7.1. 학습 , 환 메시지(welcoming messages) 는 아이스 이킹
(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김은진, 강인애, 2011; 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Delfino & Persico, 2011; Gross & 
Levenson, 1995; Iverson, 2005; Picard et al., 2001)

7.2. 학습  학습자 자신의 감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출 감성에 
따라 한 처방(콘텐츠 유형 등) 는 피드백(격려 메시지, 도움, 
안내 등)을 제공하라(김동식, 1998; 이승미, 송기상, 2007; 홍승우, 2012; 
황 숙, 2011;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Glaser-Zikuda et 
al., 2005; O'Regan, 2003; Rowe, 2005; Reilly & Gallagher-Lepak, 2012; 
Tzvetanova, 2008)

7.3. 학습수행 피드백은 사회비교  거보다는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제공하라(김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O'Regan, 2003: Rowe, 2005) 

7.4. 학습자 개인의 학습진도, 과제완수 는 학습결과에 따라 칭찬(뱃
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아바타꾸미기 등) 는 격려 
메시지를 제공하라 (이학수, 도 임, 2012; Lee, 2013; Bulger, Mayer, & 

Almeroth, 2006) 

8.  균형감(Balance)  원리

▌  학습자 개인의 삶에 학습이 스며들어 학습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Row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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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습을 한 시․ 공간 학습 리 략, 력 
과제 수행 략 등을 안내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Glaser-Zikuda et al., 2005;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3; 
Rowe, 2005) 

8.2. 과제물 제출 마감기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신축성 있는 스 을 
마련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
라(Rowe, 2005) 

사회

상호작용 

지원 

9.  아개 (Self-disclosure)  원리

▌  학습자들이 부담없이 자신의 학습경험, 감성, 의견, 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Garrison et al., 2000; Rourke,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1; Swan, 2002) 

9.1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나 사진을 올려 비형식 인 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게시 (autobiographical boards)을 설계하라(김
혜온, 2007;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3; Rourke et al., 2001; Wang & Kang, 2006) 

9.2 학습 련 질문, 문제, 어려움, 유용한 정보 등을 드러내며 교사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김혜온, 2007; 유명환, 2009; 

Astleitner, 2000; Delfino & Manca, 2007; Delfino & Persico, 2011; Dickey, 
2004; MacFadden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Lehman, 
2006; O’Regan, 2003; Reilly, Gallagher-Lepak, & Killion, 2012; Rourke et al., 
2001; Rovai, 2002; Swan, 2002; Wang & Kang, 2006; Wrede, 2003)

9.3. 자신의 감성에 해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김경, 김동식, 

2003; 박태정 외, 2012; 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Cobb, 
2009; MacFadden et al., 2005; O’Regan, 2005; Rourke,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1) 

9.4.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상징하여 
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안성혜, 송수미, 2009; Lee, 2013; 

Reeves & Read, 2009)

9.5. 체 그룹 게시 에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작은 그룹에서 먼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
라(MacFadden et al., 2005) 

10.  결 감(Solidarity)  원리

▌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며 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everino & 
Messina, 2011)

10.1. 커뮤니 이션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
키며 자유롭게 커뮤니 이션할 수 있도록 하라(Ast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Severino & Messina, 
2011) 

10.2 교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상황을 
알아내기 해 하고 도와  수 있도록 설계하라(Asleitner, 2000; 

Astleitner & Leutner, 2000; MacFadden et al., 2005; Moneta & 
Kekkonen-Moneta, 2007; Severino & Messin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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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응답 

련자료 

탐색의 

성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 시 핵심 구성요소, 설계원

리  지침을 도출하기 해 탐색

된 자료들은 합한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용어의 

표성  

성 

선정된 용어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의미를 명확

하고 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련자료 

고찰 결과 

요약  

해석의 

성  

련자료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

성  어포던스 핵심 구성요소, 설

계원리  지침을 개발하기 해 

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조직화의 

논리성  

성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의 핵심 구성요소, 설계원리,  

지침이 논리 으로 하게 조직

화되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련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 

․ 련자료 고찰 결과가 이러닝 환경

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구성요소, 설계

원리  지침을 도출하는 데 

하게 반 되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Ⅱ.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신 후 해당하는 곳에 Ⅴ를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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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the Design Principles for an Emotionally Affordable 

E-Learning Environment)’의 일반설계원리  상세설계지침에 한 

타당도를 검증해주시고 개선을 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에서 작성하신 기본정보  응답내용은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철 하게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서 

작성하신 기본 개인정보  응답내용 이용에 해 동의하시면 아래의 

‘동의함’에 Ⅴ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 에 참여하여 주

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동의함 

박태정 (edutech@snu.ac.kr, 010-2256-754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전문가 프로필 - 

1. 이름(성별) : 

2. 전공분야 : 

3. 최종학력(전공) :

4. 소속/직책 :

5. 실무·연구 분야 및 경력(기간): 

[부록 2] 1차 문가 타당화 검사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한 1차 문가 검토지 

(본 자료에서는 연구에 한 반 인 소개 내용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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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응답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시 고려해

야 할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시 고려해

야 할 원리  지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하

는 데 보편 으로 용할 수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이해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를 설계  개발하

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이론  

구성요소-

설계원리 

연결의 

타당성 

이론  구성요소와 설계원리의 연

결이 타당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설계 략-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설계원리와 설계지침의 연결이 타

당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문가 

의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서 개선  보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으로, 3  이하로 응답하신 문항에 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신 후 해당하는 곳에 Ⅴ를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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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2차 설계원리  지침 시/구 방안  

응답
 

타탕하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타당하다 

학습 
화면 

1. 친근감(Familiarity)  원리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
면을 설계하라

□ □ □ □

1.1. 화면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활용하라

책/종이, 스크롤, 항해 등 □ □ □ □

1.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손 씨체, 붓 씨체, 거친 

표면이나 모서리, 페이지 

넘기기 등
□ □ □ □

1.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에이 트 등의 캐릭터 설계 
시, 주요 감성별 친숙한 
외 (얼굴표정, 제스처 등)을 
설계하라

주요 감성: 즐거움,   

기 감, 만족감, 자부심,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 □ □ □

2. 심미 (Aesthetics)  원리

▌ 학습자의 시각  주의, 심, 흥미 등을 이끌 수 있는 매
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하라(진경아, 2012; 황신웅, 이선
아, 손 우, 2009; 교수; Hassenzahl, 2004; Lavie & 
Tractinsky, 2004; Norman, 2004, 2005; Schwier& Misanchuk, 
1993)

□ □ □ □

2.1. 다양한 학습기기와 화면사이즈
에도 화면이 잘리지 않는 이
아웃을 설계하라 

□ □ □ □

2.2. 화면지각에 있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인 텍스트, 그
래픽, 색상 등을 설계하라

□ □ □ □

2.3. 감성을 자극하여 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모션그래픽, 타이
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이
션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라

□ □ □ □

인터페
이스 

3. 통제가능 (Controllability)  원리

▌ 학습경로 이동과 학습환경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 □ □ □

Ⅱ. 상세 설계원리  설계지침에 한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설

계지침 각 항목에 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각각의 설계원리  지침

을 검토하신 다음, 타당화 수를 1-4 으로 기입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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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하는 학습페이지 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설계하라

학습맵, 학습길잡이 등

□ □ □ □

3.2. 재의 학습 치와 개인학습이
력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다음 
학습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 □ □ □

3.3. 자신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스킨 
선택권을 제공하라

배경화면 테마, 색상 등

□ □ □ □

3.4.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진행
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
하라

□ □ □ □

4.  사용용 (Easy of Use)  원리

▌ 로그램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한 기술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라

□ □ □ □

4.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학습 기에 
제공하라

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학습 길잡이 투어 

동 상 

□ □ □ □

4.2. 로딩, 다운로드 등의 시간이 길
어질 때 진척도를 알려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라 

로그래스 바나 진척율 

안내문구 제시 
□ □ □ □

4.3.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help 버튼, FAQ, Q&A, 

도우미 캐릭터 등 
□ □ □ □

학습

활동 

5.  놀 (Playfulness)  원리

▌ 놀이와 같이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 □ □ □

5.1.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
리, 유머, 만화, 카툰, 사례, 연
습문제 등을 설계하라

□ □ □ □

5.2. 유머러스한 그림, 사진, 음악,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으로 사 학습(warm-up) 활동을 
제공하라

배울 내용을 상할 수 
있도록 함 

□ □ □ □

5.3. 놀이와 같은 시뮬 이션, 게임 
등을 제공하라

□ □ □ □

5.4. 흥미로운 문제나 내용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
을 설계하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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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 이고 상호작용 인 게임
방식의 온라인 퀴즈, 퍼즐, 퀘
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활동
을 설계하라

정오답 기회, 힌트, 
보상 등

□ □ □ □

6.  확 (Clarity)  원리

▌ 명확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 □ □ □

6.1. 학습 주제 는 난이도/수 에 
따른 학습내용의 구조도를 제
공하라

모듈  차시의 학습 
주제 구조도 : 

□ □ □ □

6.2. 학습목표와 평가활동 간의 명확
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세한 
채  기 을 제공하라

□ □ □ □

학습 

지원

7.  간미(Humanity)  원리

▌ 감성 측면을 고려한 공감  피드백, 메시지 등을 통해 인
간미 넘치는 수업분 기를 조성하라

□ □ □ □

7.1. 학습 , 환 메시지(welcoming 
messages) 는 아이스 이킹
(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 □ □ □

7.2. 학습  학습자 자신의 감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출 
감성에 따라 한 처방 는 
피드백을 제공하라

감성표출 버튼  :  

감성별 다른 콘텐츠 유형 

제공, 격려메시지  제공 

등 

□ □ □ □

7.3. 학습수행 피드백은 사회비교  
거보다는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제

공하라

규 지향평가보다는 
목표지향평가 실시
진도맵, 진도표, 진도바 
형태로 개인학습이력 
제시  ‘이 에 비해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는 당신은 OO 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 제공

□ □ □ □

7.4. 학습자 개인의 학습진도, 과제
완수 는 학습결과에 따라 칭
찬 는 격려 메시지를 제공하
라 

수행정도( 수)에 따라 
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캐릭터 꾸미기 등
캐릭터 꾸미기 : □ □ □ □

8.  균형감(Balance)  원리

▌ 학습자 개인의 삶에 학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하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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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습을 
한 시․ 공간 학습 리 략, 
력 과제 수행 략 등을 안

내하라 

□ □ □ □

8.2. 과제물 제출 마감기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신축성 있는 스

을 마련하여 학습목표에 도
달할 수 있도록 안  학습기
회를 제공하라

□ □ □ □

인간  

상호작
용 

지원 

9.  아개 (Self-disclosure)  원리

▌ 부담없이 자신의 학습경험, 감성, 의견, 자료 등을 공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 □ □ □

9.1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나 사
진을 올려 비형식 인 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게시 (autobiographical boards)
을 설계하라

□ □ □ □

9.2 학습 련 질문, 문제, 어려움, 
유용한 정보 등을 드러내며 교
사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
록 설계하라

□ □ □ □

9.3. 자신의 감성에 해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

콘이 지원되는 실시간, 비실시
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

□ □ □ □

9.4.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상징
하여 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
록 하라

□ □ □ □

9.5. 체 그룹 게시 에 자신의 의
견을 공개하는 것에 한 두려
움을 낮출 수 있도록 작은 그
룹에서 먼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라 

□ □ □ □

9.6. 커뮤니 이션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
를 지키며 자유롭게 커뮤니
이션할 수 있도록 하라 

□ □ □ □

9.7 교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상
황을 알아내기 해 하고 
도와  수 있도록 설계하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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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Design Principles for an Emotionally Affordable 

E-Learning Environment)’의 일반설계원리  상세설계지침에 한 

타당도를 검증해주시고 개선을 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에서 작성하신 기본정보  응답내용은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철 하게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서 

작성하신 기본 개인정보  응답내용 이용에 해 동의하시면 아래의 

‘동의함’에 Ⅴ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 에 참여하여 주

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동의함 

박태정 (edutech@snu.ac.kr, 010-2256-754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전문가 프로필 - 

1. 이름(성별) : 

2. 전공분야 : 

3. 최종학력(전공) :

4. 소속/직책 :

5. 실무·연구 분야 및 경력(기간): 

[부록 3] 2차 문가 타당화 검사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한 2차 문가 검토지 

(본 자료에서는 연구에 한 반 인 소개 내용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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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응답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시 고려해야 

할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시 고려해

야 할 원리  지침을 잘 설명하

고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개발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개발하

는 데 보편 으로 용할 수 있

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이해성  

본 설계원리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  개발하

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이론  

구성요소- 

설계원리 

연결의 

타당성 

이론  구성요소와 설계원리의 연

결이 타당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설계 략-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설계원리와 설계지침의 연결이 타

당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문가 의견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서 개선  보

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

다. 추가 으로, 3  이하로 응답하신 문항에 해서는 그 이유

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반에 

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신 후 해당하는 곳에 Ⅴ를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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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3차 설계원리  지침 시/ 구 방안 의도 
학업감성 

응답
 

타탕하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타당하다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 기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도록 명확한 학습구조를 제공하라 

□ □ □ □

1.1.학습주제, 난이도, 

분량, 자료 유형 

등의 기 에 따라 

학습내용의 

구조도를 제공하라  

모듈  차시의 학습 
주제 구조도 : 

기 감,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1.2. 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제공하라 

학습단계의 : 
비하기, 들어가기, 

학습하기, 평가하기, 
정리하기, 쉬어가기 등

기 감,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1.3.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계하고 

상세한 채 기 을 

제공하라 

기 감,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시기심 등 
억제 

 2. 놀이성(Playfulness)의 원리

▌ 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 □ □ □

2.1.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 유머러스한 그림, 

일러스트 이션, 

사진, 만화, 음향, 

동 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사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배울 지식, 기술 등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거나 배울 지식, 
기술 등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  

즐거움,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 □ □ □지루함,   
불안감 등 
유발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유머,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Ⅱ. 상세 설계원리  설계지침에 한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설

계지침 각 항목에 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각각의 설계원리  지침

을 검토하신 다음, 타당화 수를 1-4 으로 기입주시기 바랍니다. 



- 289 -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 □ □ □지루함,   
불안감,   
시기심 등 
억제

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의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정오답 기회, 힌트 제공, 
수 는 아이템 획득 

등의 게임방식

즐거움,   
만족감, 
자신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학습내용과 련 있는 
동 상, 애니메이션, 
시뮬 이션, 게임 등

감성조 지원 □ □ □ □

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 학습자의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한 공감  교수방식을 
설계하라

□ □ □ □

3.1. 학습 ,  

환 (welcoming)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iceb

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즐거움,   
기 감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3.2. 학습진도, 과제완수, 

학습결과 등에 해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을 

제공하라  

규 지향평가 보다는 
목표지향평가 실시
진도맵, 진도표, 진도바 
형태로 개인학습이력 
제시 
‘이 에 비해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는 
당신은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 제공
수행정도( 수)에 따라 
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캐릭터 꾸미기 등 제공 
캐릭터 꾸미기 : 

자신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 □ □ □시기심,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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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 

1 주일 내외의 기간 연장
기한연장과 함께 
학습시간표, 학습계획서, 
모바일 알림 등으로 시간 
리 지원

안도감, 
만족감,    
자신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좌 감 등 
억제 

3.4.  학습  자신의 

학업감성을 

평가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성성찰노트 등을 

제공하라    

주요 학업감성별 버튼 
는 이모티콘 설계

학업 감성에 해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성찰일지 설계
학업감성 표출 버튼 : 

감성조 지원 □ □ □ □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습자 

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감성별 다른 콘텐츠 
유형-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래픽, 
동 상 등-을 
제공하거나, 캐릭터 
얼굴표정, 격려 메시지, 
도움, 안내 등을 제시함

감성조 지원 □ □ □ □

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 학습 련 문제, 의견, 정보 등과 함께 사 인 부분도  
부담없이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 □ □ □

4.1.커뮤니 이션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유 감, 
안도감 등 
유발

□ □ □ □
두려움, 
불안감, 분노 
등 억제 

4.2. 개인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서  공간을 

설계하라 

게시 , 카페 등을 활용
익명으로도 올릴 수 있게 
설계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 □ □ □
고립감,    
좌 감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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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신의 학습과제물, 

유용한 정보나 

자료를 편안하게 

공개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유 감, 
안도감, 
즐거움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고립감 등 
억제 

4.4 학습 련 

어려움(문제)이나 

부정 감성에 해 

사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감성조 지원 □ □ □ □

4.5. 체 그룹 게시 에 

올리기 에 

소그룹에서 먼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나  수 

있도록 설계하라 

　

유 감, 
안도감, 
만족감 등 
증진 

□ □ □ □두려움, 
불안감, 
수치심  등 
억제 

4.6.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

감성조 지원 □ □ □ □

4.7. 자신의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

로필 : 

: 

감성조 지원 □ □ □ □

인터
페이
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도움  안내를 제공하라 

□ □ □ □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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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운) 로딩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에게 
진척도에 한 
안내를 제공하라

안내문구 , 로그래스 
바 제공 
안내문구 : ‘8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등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분노,   
지루함, 
좌 감 등 
억제 

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도우미(help) 메뉴/버튼, 
FAQ, Q&A, 도우미 
캐릭터 등 
도우미 버튼 팝업창 :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분노,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6. 자율성(Autonomy)의 원리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 □ □ □

6.1. 자신의 재 
학습 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기본 페이지 이동바 외에 
학습맵, 학습길잡이 등의 
형태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제공함
학습맵의 :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지루함 등 
억제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재생/멈춤, 자막/ 본 
보기/감추기, 배속, 
다시보기, 음조 /소거 
등

안도감, 
만족감,   
자신감 등 
유발 □ □ □ □
분노, 지루함,  
 좌 감 등 
억제 

6.3. 개별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화면 테마, 색상 등  
옵션 제공 
스킨 : 

만족감, 
즐거움, 
안도감 등 
유발  □ □ □ □두려움, 
불안감, 
지루함 등 
억제  

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시각  호감을  수 있는 학습화면을 설계하라 

□ □ □ □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빨강: 열정, 주황; 
즐거움, 랑: 차분함, 
노랑: 따뜻함, 록: 
신선함, 갈색: 신빙성, 
흰색, 온화함, 검은색: 
슬픔, 보라색: 외로움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 □ □ □
두려움, 
좌 감, 분노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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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을 
제공하라 

시각  리듬감으로 
진척율을 보여주는 
모션그래픽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 이아웃을 
설계하라 

반응형 웹기술 용 

PC, 핸드폰 화면사이즈별 
유동형 이아웃 :  

기 감,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좌 감,    
분노 등 억제 

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하라

□ □ □ □

8.1. 사이트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활용하라 

여행길, 기찻길, 항해, 
책상, 책꽂이, 책, 종이 
등
책꽂이 시각   메타포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 □ □ □

지루함,   
좌 감 등 
억제 

8.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손 씨체, 붓 씨체, 
거친 표면이나 모서리, 
페이지 넘기기 등
페이지 넘기기 시각  

감 :

즐거움,   
기 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에이 트 

등의 7캐릭터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얼굴표정, 

제스처 등을 

설계하라

인간과 유사한 형태 :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 
형태 :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만족감, 
자신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두려움, 
좌 감, 분노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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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의 사용성에 한 

검토를 함입니다. 교수설계 문가로서의 검토의견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

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의 타당화를 해 매우 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작성하신 기본정보  응답내용은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이며 철 하게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서 작성하신 기본 개

인정보  응답내용 이용에 해 동의하시면 아래의 ‘동의함’에 Ⅴ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 에 참여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동의함

박태정 (edutech@snu.ac.kr, 010-2256-754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전문가 프로필 - 

1. 이름(성별) : 

2. 전공분야 : 

3. 최종학력(전공) :

4. 소속/직책 :

5. 실무·연구 분야 및 경력(기간) : 

[부록 4] 사용성 평가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지

(본 자료에서는 연구에 한 반 인 소개 내용  로토타입 개발 형태   

    구  련  상세 내용은 생략함) 

Ⅰ. 기존 이러닝 로그램‘Music of the World’(http://snuon.snu.ac.kr)에 

본 설계원리  지침을 활용하여 감성  어포던스를 증진할 수 있는 이

러닝 로토타입을 스토리보드 형태로 개발한 다음, 아래의 항목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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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4차 설계원리  지침 시  의도 

학업감성 

응답
 

타탕하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타당하다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 기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한다 

□ □ □ □

1.1. 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overview)를 
제공하라 

체 학습내용 
개 보기를 해 모듈 

 차시별 주제, 
난이도 등에 따른 
구조도 제공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1.2.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설계하라 

학습단계의 : 
비하기, 들어가기, 

학습하기, 평가하기, 
정리하기 등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1.3.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계
하고 상세한 채   
수료 기 을 제공하라 

수료 기 의 : 
진도율 95%이상, 
과제물 는 시험 

수 평균 70  이상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시기심 
등 억제 

 2. 유희성(Playfulness)의 원리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희 인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 □ □ □

2.1.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 유머러스한 비

(warm-up)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배울 지식, 기술 등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일러스트 이션, 사진, 
만화, 음향, 동 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

즐거움,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
한 스토리,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
의 토론, 포럼,  로
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계하
라 

유 감, 즐거움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

즐, 퀘스트 등의 평가
활동을 설계하라 

정오답기회, 힌트 
제공, 수 는 
아이템 획득, 아바타 
꾸미기 등의 게임방식 

용 

즐거움, 
자신감, 만족감 
등 유발 □ □ □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학습내용과 련있는 
동 상, 애니메이션, 
시뮬 이션, 게임 등 

즐거움, 
만족감,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 □ □ □지루함, 
좌 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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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감 인 교수처방  
피드백을 설계한다 

□ □ □ □

3.1. 학습 , 개인 이름을 
호명하며 환
(welcoming)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
(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로그인 후 
‘하이 이 ! 000님의 
강좌목록을 
불러왔습니다’ 등의 
환 메시지 

즐거움, 기 감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3.2. 학습수행 한 피드백
은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
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을 제공하라 

규 지향평가(상 평가
)보다는 
목표지향평가( 평가
) 실시하기

진도맵, 진도표, 
진도바 
형태로개인학습이력과 
‘이 에 비해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는 당신은 OO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 제공

수행정도( 수)에 따라 
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캐릭터 꾸미기 등

자신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 □ □ □시기심,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
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습기회를 제공
하라 

1주일 내외의 기간 
연장

기한연장과 함께 
학습시간표, 
학습계획서 등으로 
시간 리 지원 

안도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 □ □ □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3.4. 학습  자신의 학업
감성을 평가하여 표출
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성성
찰일지 등을 제공하라 

주요 학업감성별 표  
버튼, 이모티콘 설계 

학업감성에 해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성찰일지 설계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 □ □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
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
업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감성별 다른 콘텐츠 

유형-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래픽, 
동 상 등-을 
제공하거나, 캐릭터 
얼굴표정, 격려 
메시지, 도움, 안내 
등을 제시함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 □ □ □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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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자신의 이야기, 의견, 정보, 어려움 등을 부담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 □

4.1.의사소통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네티켓 : 
실제생활에서 용된 
것처럼 같은 기 과 
행동을 고수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 하라,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 하라 등 

유 감, 안도감 
등 유발

□ □ □ □두려움, 
불안감, 분노 
등 억제 

4.2.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 (autobiographical) 
공간을 설계하라 

게시 , 카페 등을 
활용
익명으로도 
작성가능하도록 설계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 □ □ □
고립감, 좌 감 
등 억제 

4.3. 학습 결과물(과제물 
등), 자료, 정보 등을 
극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정보공유 게시  등 
제공 

유 감, 
만족감, 즐거움 
등 유발 □ □ □ □불안감, 
두려움, 시기심 
등 억제 

4.4 학습 련 어려움, 
문제, 부정 감성 등에 
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도움 요청 게시   등 
제공 

유 감, 즐거운 
등 유발 는 
증진 □ □ □ □좌 감, 고립감 
등 억제 는 
극복 

4.5.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체 그룹 
게시 에 올리기 에 
소그룹 게시 에서 
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 

게시  공개범  ( 체 
공개, 멤버공배, 
비공개 등) 설정 기능 

유 감, 안도감 
등 유발

□ □ □ □
수치심, 두려움 
등 억제 

4.6.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비실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 이메일, 
토론방, 게시  등,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 리얼 
오디오, 화상회의, 
온라인 채  등 

즐거움,  
유 감, 
만족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 □ □ □좌 감, 
불안감, 
수치심, 시기심 
등 억제 는 
극복  

4.7.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하라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의 

에 자신의 감성 
표시 기능   

즐거움,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는 
증진 

□ □ □ □지루함, 
두려움, 불안감 
등 억제 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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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페이
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제공한다 

□ □ □ □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
메뉴  아이콘 기능 
안내 화면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5.2. (다운) 로딩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에게 
진척도에 한 안내를 
제공하라

진척율 안내문구 , 
로그래스 바 제공 

안내문구 : ‘8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등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지루함, 분노, 
좌 감 등 
억제 

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도움(help) 버튼, FAQ, 
Q&A, 도우미 캐릭터 
등 
도움(Help) 버튼 :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 □ □ □자신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6.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원리

▌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 □

6.1. 자신의 재 
학습 치를 확인하고 
학습 주제, 난이도, 
단계 등에 따라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기본 페이지 이동바 
외에 학습맵, 진도맵  
등의 형태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다양하게  
제공함

지루함,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 □ □ □
자신감,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학습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재생/멈춤, 자막/ 본 
보기/감추기, 배속, 
다시보기, 
음량조 /소거 등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 □ □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6.3. 자신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 

스킨(배경화면 색상) 
선택권 제공 
스킨 설정 :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 □ □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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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시각 으로 호감을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 □ □ □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빨강: 열정, 주황; 
즐거움, 랑: 차분함, 
노랑: 따뜻함, 록: 
신선함, 갈색: 신빙성, 
흰색, 온화함, 검은색: 
슬픔, 보라색: 외로움

분노, 두려움 
등 억제 

□ □ □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을 
제공하라 

진척율 보여주는 
모션그래픽 :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 □ □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fluid) 
이아웃을 설계하라 

반응형 웹기술 용

PC, 스마트폰 화면 
유동형 이아웃 : 

좌 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 □ □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학습자가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 □ □ □

8.1. 사이트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아날로그 느낌의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설계하라 

여행길, 기찻길, 항해, 
책상, 책꽂이, 책, 종이 
등
책상, 책꽂이 시각  
메타포 :  

지루함, 좌 감 
등 억제 

□ □ □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등 유발

8.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손 씨체, 붓 씨체, 
거친 표면이나 모서리, 
페이지 넘기기 등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 □ □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등 유발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외 을 설계하라  

의인화된 캐릭터 는 
인간과 유사한 
얼굴표정, 제스처 등 
설계
주요학업감성별 
얼굴표정 :     

고립감,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 □ □ □지루함,   
불안감 두려움, 
좌 감, 분노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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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항목 응답 

설계원리 

반에 

한

1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원리를 사용하면 쉽게 이러

닝 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원리에 따라 이러닝 로그

램을 설계할 수 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설계지침에 

한 평가 

3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지침은 이러닝 로그램 설

계를 세부 으로 안내해 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4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지침은 이러닝 로그램 설

계에 도움이 된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이러닝 

환경에 

한 기  

5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원리에 따라 설계된 이러닝 

로그램은 학습자들의 학업감성에 

정  향을 미칠 것 같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6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

스 설계원리에 따라 설계된 이러닝 

로그램은 설계원리 없이 설계된 

이러닝 로그램보다 학습자의 학

업감성에 정  향을  것이

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Ⅱ.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지침을 활용하여 이러

닝 로그램을 재설계해 본 경험에 기반하여 아래의 항목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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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 설계자와 문 설계자가 이 설계원리를 활용하여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 차이 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설계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 설계원리는 무엇입니까? 

9. 본 설계원리에서 추가 는 삭제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10. 본 설계원리의 강 과 약 은 무엇입니까? 

11. 본 설계원리에서 으로 수정 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즉,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Ⅲ.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설계원리  지침을 활용하여  이

러닝 로그램을 재설계해 본 경험에 기반하여 아래의 질문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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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감성  어포던스 구조 매트릭스(ASM)

학업감성 유발 이러닝 구성요소

학습화면 인터페이스 학습지원 학습활동 

시각  리듬감,

색상(배합), 

이아웃

시각  메타포,

시각  감,

캐릭터 외

화면구성안내,  

로딩진척율 안내, 

도우미 제공 

(FAQ, Q&A, 

오류신고, 

제안하기)  

학습맵, 동 상 

제어기능, 학습환경 

설정기능  

환 메시지, 

수행피드백, 

감성평가 버튼,  

제출기한 리

네티켓, 로필, 

이모티콘 지원 

실시간․비실시간 

의사소통공간

체/멤버공개 공간, 

자서 공간, 

정보공유공간,

도움요청공간 

학습계획  목표 

설정, 학습흐름 

확인, 평가방식  

기  확인 

사 학습활동, 

개별학습활동, 

력학습활동, 

평가학습활동, 

쉬이가기학습활동

감

성

 

어

포

던

스

설

계

요

소 

본능  
차원 

시지각 
� 호감 +

� 친근감 +

행동  
차원  

조작
� 안정감 +

� 개인화 +

숙고  
차원

학습⦁  
계성

� 인간미 +

� 자아개방성 +

� 정성 +

� 유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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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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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 에 귀 한 시간 내어주신 데에 해 먼  

깊은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http://cardboardartcollege.com/elearning/에 속

하여 ‘카드보드 활용 DIY제품디자인’ 이러닝 로그램을 하면서 

발생한 학습과 련된 생각, 느낌 등을 알아보기 해 마련된 것입니

다. 각 문항에 하여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통해 응답해주

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 이 철 히 보장되며 연구 

목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태정 (edutech@snu.ac.kr, 010-2256-7542) 

서울 학교 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공  

■ 기본정보

1. 성별 ①남자   ②여자

2. 연령 ①20~29세  ②30~39세  ③40세~49세  ④50~59세 ⑤60세 이상

3. 학력 ①고졸이하  ②고졸  ③대학재학  ④대졸 ⑤대학원이상

4. 전공 ①인문계열 ②자연계열 ③공학계열 ④예체능계열 ⑤기타(       )

5. 직업/소속 ①회사원 ②교사/교육자 ③대학생/대학원생 ④주부 

            ⑤기타(      )

6. 주 당 온라인 콘텐츠 평균 학습시간

  ①~1시간미만  ②1시간~3시간  ③3시간~7시간  ④7시간이상 

7. 주로 학습하는 온라인 콘텐츠 유형 (복수응답 가능) 

  ①개인교수형  ②반복연습형  ③동영상강의형  ④정보제공형  ⑤게임형 

  ➅사례기반학습형  ➆스토리텔링형  ➇문제해결형 ➈기타 (        )

[부록 7]  학습자 반응 평가지 

학습자 반응 평가지

 <설문>

Ⅰ. 본 이러닝 로그램을 사용하며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감정들을 

떠올리며 느낀 생각이나 감성에 해 해당하는 곳에 ■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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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 

 
타탕
하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타당
하다 

1. 본 로그램은 학습  수행에 효과 이다 □ □ □ □
2. 본 로그램은 감성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 이다.  □ □ □ □
3. 본 로그램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4. 본 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과제에 한 

심  흥미가 높아졌다.
□ □ □ □

5. 본 로그램을 실제 으로 더 사용하여 학습하고 싶은 생각

이 든다. 
□ □ □ □

6. 본 로그램을 주  동료나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

이 든다. 
□ □ □ □

7.  7-1. 체 학습내용 개 보기를 통해 나만의 학습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

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7-2. 차시별 학습단계를 통해 학습흐름을 상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

이 되었다.

□ □ □ □

7-3. 평가방식, 채   수료 기  등을 학습  미리 확

인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

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8.  8-1. 동 상 비하기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8-2. 만화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8-3. 토론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8-4. 온라인 퀴즈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8-5. 쉬어가기 학습활동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

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9. 9-1. 학습  환 하는 메시지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

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9-2. 진도에 한 피드백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

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9-3. 학습시간표 내 과제물 마감기한 연장 기능은 정 감

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

다.
□ □ □ □

9-4. 감성표  버튼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9-5. 감성표  버튼의 피드백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

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 
10-1. 네티켓의 제공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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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 

 
타탕
하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타당
하다 

10-2. 나의 로필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0-3. 자서 쓰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

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0-4. 정보공유하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

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0-5. 게시 의 공개 상을 설정하는 것(소그룹 토론하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0-6. 도움주고받기 공간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

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0-7. 게시 , 채 방 등의 이모티콘은 정 감성을 높이

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1.  11-1. 화면구성 안내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1-2. (다운)로딩 시 제공되는 안내는  정 감성을 높이

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1-3. 도우미(FAQ, Q&A, 오류신고, 제안하기 등)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

었다. 
□ □ □ □

12. 12-1. 학습맵을 통해 학습경로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2-2. 동 상 제어 기능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

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2-3. 학습환경 설정 기능(화면 스킨, 에이 트 캐릭터 등 

옵션)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3. 13-1. 화면구성 안내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3-2. (다운)로딩 시 제공되는 안내는  정 감성을 높이

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3-3. 도우미(FAQ, Q&A, 오류신고, 제안하기 등)는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

었다. 
□ □ □ □

14. 14-1. 학습맵을 통해 학습경로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4-2. 동 상 제어 기능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

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14-3. 학습환경 설정 기능(화면 스킨, 에이 트 캐릭터 등 

옵션)은  정 감성을 높이거나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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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담>

Ⅱ. 본 이러닝 로그램을 사용하며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에 해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5-20번). 

15. 본 로그램이 다른 로그램과 비교하 을 때 더 우수한 (강 )과 더 부족

한 (약 )은 무엇인가요?  

16. 본 학습 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본인이 학습  느낀 감성은 무엇인가요? 어

떤 부분이 그러한 감성을 경험하게 만들었나요? (감성별) 

 

17. 본 로그램으로 학습  부정 감성을 느 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러한 부정 

감성을 낮추는 데 본 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나요?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 나요? (감성별)

18. 본 학습 로그램에서 유발된 여러분의 감성은 학습에 어떤 향을 미쳤나요? 

정 이었나요? 아니면 부정 이었나요? (감성별) 

19. 본 학습 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인가요? 

20. 본 학습 로그램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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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2차 설계원리  지침 

문가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A B C D E F G H

학습
화면 

1.친근감(Familiarity)  원리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
을 설계하라

2 3 3 3 3 3 4 3 3.0 0.5 0.9 0.3 

1.1. 화면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활용하라

3 3 3 2 3 3 3 2 2.8 0.5 0.8  

 

　

1.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3 2 3 3 2 3 3 3 2.8 0.5 0.8  

 

　

1.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에이 트 등의 캐릭터 
설계 시, 주요 감성별 
친숙한 외 (얼굴표정, 
제스처 등)을 설계하라

3 4 3 3 3 4 3 3 3.3 0.5 1.0  

 

　

2. 심미 (Aesthetics)  원리

▌ 학습자의 시각  주의, 심, 
흥미 등을 이끌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하라

2 3 3 3 3 2 3 3 2.8 0.5 0.8  

 

0.0  

 

2.1. 다양한 학습기기와 
화면사이즈에도 화면이 
잘리지 않는 이아웃을 
설계하라 

4 3 4 2 3 3 4 3 3.3 0.7 0.9  

 

　

2.2. 화면지각에 있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인 
텍스트, 그래픽, 색상 등을 
설계하라

3 3 3 3 3 2 3 2 2.8 0.5 0.8  

 

　

[부록 8] 개별 2차 설계원리에 한 1차 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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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성을 자극하여 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모션그래픽,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라

3 3 3 3 3 2 3 2 2.8 0.5 0.8  

 

　

인터
페이
스 

3. 통제가능                 
(Controllability)  원리

▌ 학습경로 이동과 학습환경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3 3 3 3 3 3 2 3 2.9 0.4 0.9  

 

0.2  

 

3.1. 원하는 학습페이지 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설계하라

4 3 3 4 3 4 3 4 3.5 0.5 1.0  

 

　

3.2. 재의 학습 치와 
개인학습이력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다음 학습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2 3 3 2 3 3 3 3 2.8 0.5 0.8  

 

　

3.3. 자신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스킨 선택권을 
제공하라

3 3 4 3 3 2 2 3 2.9 0.6 0.8  

 

　

3.4.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3 3 3 2 2 3 3 3 2.8 0.5 0.8  

 

　

4. 사용용 (Easy of Use)  
원리

▌ 로그램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한 기술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라

2 3 3 2 2 4 4 3 2.9 0.8 0.8  

 

0.5  

 

4.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학습 기에 제공하라

4 4 4 3 3 4 4 4 3.8 0.5 1.0  

 

　

4.2. 로딩, 다운로드 등의 
시간이 길어질 때 
진척도를 알려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라 

3 3 3 4 3 3 4 3 3.3 0.5 1.0  

 

　

4.3.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2 3 3 2 3 3 3 2 2.6 0.5 0.6  

 

　

학습

활동 

5.놀 (Playfulness)  원리

▌ 놀이와 같이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4 3 4 3 3 4 3 4 3.5 0.5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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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유머,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설계하라

4 4 4 4 4 4 3 4 3.9 0.4 1.0  

 

　

5.2. 유머러스한 그림, 사진, 
음악,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으로 
사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3 4 4 3 3 3 4 3 3.4 0.5 1.0  

 

　

5.3. 놀이와 같은 시뮬 이션, 
게임 등을 제공하라

2 3 3 2 3 3 3 2 2.6 0.5 0.6  

 

　

5.4. 흥미로운 문제나 내용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을 설계하라

4 3 4 4 4 4 4 3 3.8 0.5 1.0  

 

　

5.5. 도 이고 상호작용 인 
게임방식의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3 4 4 4 3 3 3 3 3.4 0.5 1.0  

 

　

6.  확 (Clarity)  원리

▌ 명확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2 3 3 2 3 3 4 3 2.9 0.6 0.8  

 

0.7  

 

6.1. 학습 주제 는 
난이도/수 에 따른 
학습내용의 구조도를 
제공하라

4 3 3 3 3 4 4 3 3.4 0.5 1.0  

 

　

6.2. 학습목표와 평가활동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세한 채  기 을 
제공하라

3 3 4 3 4 3 4 3 3.4 0.5 1.0  

 

　

학습 

지원

7. 간미(Humanity)  원리

▌ 감성 측면을 고려한 공감  
피드백, 메시지 등을 통해 
인간미 넘치는 수업분 기를 
조성하라

3 2 4 4 3 4 4 4 3.5 0.8 0.9  

 

0.2  

 

7.1. 학습 , 환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 질문을 
제공하라

4 3 3 4 3 3 3 4 3.4 0.5 1.0  

 

　

7.2. 학습  학습자 자신의 
감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출 감성에 따라 

한 처방 는 
피드백을 제공하라

3 3 3 3 3 2 3 4 3.0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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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학습수행 피드백은 
사회비교  거보다는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제공하라

2 3 3 2 3 3 3 3 2.8 0.5 0.8  

 

　

7.4. 학습자 개인의 학습진도, 
과제완수 는 학습결과에 
따라 칭찬 는 격려 
메시지를 제공하라 

3 3 3 4 2 3 3 3 3.0 0.5 0.9  

 

　

8.  균형감(Balance)  원리

▌ 학습자 개인의 삶에 학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하라

3 2 3 2 3 3 3 3 2.8 0.5 0.8  

 

0.0  

 

8.1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습을 한 시․ 공간 학습 

리 략, 력 과제 수행 
략 등을 안내하라 

3 3 3 2 2 3 3 3 2.8 0.5 0.8  

 

　

8.2.과제물 제출 마감기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신축성 
있는 스 을 마련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

3 2 3 3 3 4 2 3 2.9 0.6 0.8  

 

　

인
간  

상호
작용 

지원 

9.  아개                
 (Self-disclosure)  원리

▌ 부담없이 자신의 학습경험, 
감성, 의견, 자료 등을 공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4 3 3 4 3 3 4 3.5 0.5 1.0  

 

0.9  

 

9.1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나 
사진을 올려 비형식 인 

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게시 (autobiographical 
boards)을 설계하라

4 4 3 4 3 3 2 4 3.4 0.7 0.9  

 

　

9.2 학습 련 질문, 문제, 
어려움, 유용한 정보 등을 
드러내며 교사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4 3 3 4 4 3 4 3.6 0.5 1.0  

 

　

9.3. 자신의 감성에 해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

4 4 4 3 4 3 4 4 3.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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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상징하여 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

3 3 4 3 3 3 4 3 3.3 0.5 1.0  

 

　

9.5. 체 그룹 게시 에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작은 그룹에서 먼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라 

3 3 3 4 3 3 4 3 3.3 0.5 1.0  

 

　

9.6.커뮤니 이션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커뮤니 이션할 수 있도록 
하라 

3 3 3 3 3 3 4 3 3.1 0.4 1.0  

 

　

9.7 교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상황을 알아내기 

해 하고 도와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4 3 3 4 3 4 3 3.5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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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3차 설계원리  지침 

문가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A C D E F G H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 기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도록 명확한 
학습구조를 제공하라 

3 3 3 4 4 4 4 3.6 0.5 1.0 0.8 

1.1.학습주제, 난이도, 분량, 자료 유형 

등의 기 에 따라 학습내용의 

구조도를 제공하라  

3 4 2 3 4 3 4 3.3 0.8 0.9 　

1.2. 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제공하라 
4 3 3 3 3 3 4 3.3 0.5 1.0 　

1.3.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계하고 상세한 

채 기 을 제공하라 

4 3 4 4 3 3 4 3.6 0.5 1.0 　

 2. 놀이성(Playfulness)의 원리

▌ 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3 4 4 3 4 4 4 3.7 0.5 1.0 1 . 0  

 

2.1.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 유머러스한 
그림, 일러스트 이션, 사진, 만화, 
음향, 동 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사 (warm-up)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4 4 4 4 4 4 4 4.0 0.0 1.0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유머,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3 4 4 3 3 3 4 3.4 0.5 1.0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계하라 

4 3 3 4 3 4 3 3.4 0.5 1.0 　

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의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3 4 3 4 4 3 4 3.6 0.5 1.0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4 4 3 3 4 4 4 3.7 0.5 1.0 　

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 학습자의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한 
공감  교수방식을 설계하라

4 4 4 4 4 3 3 3.7 0.5 1.0 1 . 0  

 

3.1. 학습 ,  환 (welcoming)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4 3 4 4 4 3 4 3.7 0.5 1.0 　

3.2. 학습진도, 과제완수, 학습결과 등에 

해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을 제공하라  

3 4 3 4 3 3 4 3.4 0.5 1.0 　

[부록 9] 개별 3차 설계원리에 한 2차 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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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 

3 3 3 4 3 3 4 3.3 0.5 1.0 　

3.4.  학습  자신의 학업감성을 

평가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성성찰노트 등을 제공하라    

3 3 3 4 4 3 3 3.3 0.5 1.0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습자 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4 3 3 4 3 3 3.4 0.5 1.0 　

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 학습 련 문제, 의견, 정보 등과 함께 
사 인 부분도  부담없이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3 4 4 3 4 4 3.7 0.5 1.0 1 . 0  

 

4.1.커뮤니 이션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3 4 3 4 3.7 0.5 1.0 　

4.2. 개인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 (autobiographical)   공간을 

설계하라 

4 3 3 3 4 4 4 3.6 0.5 1.0 　

4.3. 자신의 학습과제물, 유용한 정보나 

자료를 편안하게 공개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3 4 3 4 4 3 3 3.4 0.5 1.0 　

4.4 학습 련 어려움(문제)이나 부정 

감성에 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4 4 4 3 4 4 3.9 0.4 1.0 　

4.5. 체 그룹 게시 에 올리기 에 

소그룹에서 먼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나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3 3 4 3 3 4 3.4 0.5 1.0 　

4.6.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

4 4 4 4 3 3 4 3.7 0.5 1.0 　

4.7. 자신의 이미지와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4 3 4 3 3.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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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페이
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도움  
안내를 제공하라 

3 3 4 2 3 3 3 3.0 0.6 0.9 0 . 8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4 4 3 4 4 4 4 3.9 0.4 1.0 　

5.2. (다운) 로딩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에게 진척도에 한 안내를 

제공하라

4 4 4 3 3 4 4 3.7 0.5 1.0 　

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4 3 3 4 4 4 4 3.7 0.5 1.0 　

6. 자율성(Autonomy)의 원리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3 2 3 3 4 4 4 3.3 0.8 0.9 0 . 8  

 

6.1. 자신의 재 학습 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4 4 4 4 3 4 4 3.9 0.4 1.0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4 4 3 3 3 4 3 3.4 0.5 1.0 　

6.3. 개별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 4 3 3 3.4 0.5 1.0 　

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시각  호감을  수 있는 학습화면을 
설계하라 

4 4 4 4 3 3 3 3.6 0.5 1.0 1 . 0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4 3 3 3 4 3 4 3.4 0.5 1.0 　

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을 제공하라 

4 3 4 4 4 3 4 3.7 0.5 1.0 　

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 

이아웃을 설계하라 

4 3 3 3 3 4 4 3.4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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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하라

3 3 4 3 3 3 4 3.3 0.5 1.0 1 . 0  

 

8.1. 사이트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활용하라 

4 4 3 3 3 3 3 3.3 0.5 1.0 　

8.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4 3 4 3 3 3 4 3.4 0.5 1.0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에이 트 등의 7캐릭터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얼굴표정, 

제스처 등을 설계하라

4 4 4 4 3 3 3 3.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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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4차 설계원리  지침 

교수설계자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I J K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 기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한다 

3 4 3 3.3 0.6 1.0 1.0 

1.1. 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overview)
를 제공하라 

3 4 3 3.3 0.6 1.0  

 

　

1.2.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설계하라 

3 4 3 3.3 0.6 1.0  

 

　

1.3.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
계하고 상세한 채   수료 기 을 제공하
라 

4 4 3 3.7 0.6 1.0  

 

　

 2. 유희성(Playfulness)의 원리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희 인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4 4 4 4.0 0.0 1.0  

 

1.0  

 

2.1.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 유머러스한 비
(warm-up)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4 4 4 4.0 0.0 1.0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만화, 카
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4 4 3 3.7 0.6 1.0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
계하라 

4 4 4 4.0 0.0 1.0  

 

　

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
즐, 퀘스트 등의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4 4 3 3.7 0.6 1.0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7 0.6 1.0  

 

　

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감 인 교수 처방 
 피드백을 설계한다 

3 4 4 3.7 0.6 1.0  

 

1.0  

 

3.1. 학습 , 개인 이름을 호명하며 환
(welcoming)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
(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4 4 4 4.0 0.0 1.0  

 

　

3.2. 학습수행 한 피드백은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을 제공하라 

3 4 4 3.7 0.6 1.0  

 

　

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 

3 4 3 3.3 0.6 1.0  

 

　

[부록 10] 개별 4차 설계원리에 한 사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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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습  자신의 학업감성을 평가하여 표출
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
성성찰일지 등을 제공하라 

4 4 3 3.7 0.6 1.0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업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4 3 3.7 0.6 1.0  

 

　

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자신의 이야기, 의견, 정보, 어려움 등을 
부담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4 4 4.0 0.0 1.0  

 

1.0  

 

4.1.의사소통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0 0.0 1.0  

 

　

4.2.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 (autobiographical) 공간을 설계하라 

3 4 4 3.7 0.6 1.0  

 

　

4.3. 학습 결과물(과제물 등), 자료, 정보 등을 
극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3 4 3.7 0.6 1.0  

 

　

4.4 학습 련 어려움, 문제, 부정 감성 등에 
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4 4 4.0 0.0 1.0  

 

　

4.5.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체 그룹 
게시 에 올리기 에 소그룹 게시 에서 
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7 0.6 1.0  

 

　

4.6.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비실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라

4 4 4 4.0 0.0 1.0  

 

　

4.7.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7 0.6 1.0  

 

　

인터
페이
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제공한다 

3 4 4 3.7 0.6 1.0  

 

1.0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4 4 4 4.0 0.0 1.0  

 

　

5.2. (다운) 로딩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에게 
진척도에 한 안내를 제공하라

4 4 4 4.0 0.0 1.0  

 

　

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0 0.0 1.0  

 

　

6.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원리
▌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4 4 4.0 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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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신의 재 학습 치를 확인하고 학습 
주제, 난이도, 단계 등에 따라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4 4 3 3.7 0.6 1.0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학습진행 
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4 4 4 4.0 0.0 1.0  

 

　

6.3. 자신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0 0.0 1.0  

 

　

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시각 으로 호감을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3 4 3 3.3 0.6 1.0  

 

1.0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3 4 4 3.7 0.6 1.0  

 

　

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을 제공하라 

3 4 3 3.3 0.6 1.0  

 

　

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fluid) 이아웃을 
설계하라 

4 4 4 4.0 0.0 1.0  

 

　

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4 3 4 3.7 0.6 1.0  

 

1.0  

 

8.1. 사이트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에게 친근한 아날로그 느낌의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설계하라 

3 4 4 3.7 0.6 1.0  

 

　

8.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3 4 3 3.3 0.6 1.0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외 을 
설계하라  

3 4 4 3.7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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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5차 설계원리  지침 

문가 평가 
평균

표
편차

CVI IRA
I J K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 기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한다   

4 4 3 3.7 0.6 1.0 1.0 

1.1.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를 제공하여 

학습 기 학습자 자신만의 학습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3 4 4 3.7 0.6 1.0  

 

　

1.2.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제공하라 

4 4 3 3.7 0.6 1.0  

 

　

1.3.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계하고 상세한 채   수료   기 을 

제공하라 

3 4 3 3.3 0.6 1.0  

 

　

 2. 유희성(Playfulness)의 원리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희 인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4 4 4 4.0 0.0 1.0  

 

1.0  

 

2.1. 학습목표를 제시하기 , 유머러스한 비
(warm-up)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4 3 4 3.7 0.6 1.0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4 4 3 3.7 0.6 1.0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계하라 

4 3 3 3.3 0.6 1.0  

 

　

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
즐, 퀘스트 등의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3 3 4 3.3 0.6 1.0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0 0.0 1.0  

 

　

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감 인 교수처방 
 피드백을 설계한다 

3 4 4 3.7 0.6 1.0  

 

1.0  

 

3.1. 학습 , 개인 이름을 호명하며 환
(welcoming)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
(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4 3 4 3.7 0.6 1.0  

 

　

3.2. 학습수행 한 피드백은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

을 제공하라 

3 3 4 3.3 0.6 1.0  

 

　

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
습기회를 제공하라 

3 4 3 3.3 0.6 1.0  

 

　

[부록 11] 설계원리 용 이러닝 로그램에 한 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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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습  자신의 학업감성을 평가하여 표출
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성성찰
일지 등을 제공하라 

4 4 4 4.0 0.0 1.0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업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3 3 4 3.3 0.6 1.0  

 

　

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자신의 이야기, 의견, 정보, 어려움 등을 
부담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3 3 3.3 0.6 1.0  

 

1.0  

 

4.1.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7 0.6 1.0  

 

　

4.2.의사소통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4 3 3 3.3 0.6 1.0  

 

　

4.3.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비실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사소통도구를 제공하라

3 4 3 3.3 0.6 1.0  

 

　

4.4. 자신의 개인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 (autobiographical) 공간을 설계하라 

4 3 4 3.7 0.6 1.0  

 

　

4.5. 학습 결과물(과제물 등), 자료, 정보 등을 
극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3 3 3.3 0.6 1.0  

 

　

4.6.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체 토론방에 
올리기 에 소그룹 토론방에서 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 

3 3 4 3.3 0.6 1.0  

 

　

4.7 학습 련 어려움, 문제, 부정 감성 등에 
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3 4 3.7 0.6 1.0  

 

　

인터
페이
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제공한다 

3 3 4 3.3 0.6 1.0  

 

1.0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4 3 3 3.3 0.6 1.0  

 

　

5.2. (다운) 로딩 시간이 길어질 때 학습자에게 
진척도에 한 안내를 제공하라

4 3 3 3.3 0.6 1.0  

 

　

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4 3 3 3.3 0.6 1.0  

 

　

6.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원리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3 4 3.3 0.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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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신의 재 학습 치를 확인하고 학습 
주제, 난이도, 단계 등에 따라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3 4 4 3.7 0.6 1.0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학습진행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4 4 3 3.7 0.6 1.0  

 

　

6.3. 자신의 선호도, 취향, 감성 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7 0.6 1.0  

 

　

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시각 으로 호감을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4 3 4 3.7 0.6 1.0  

 

1.0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 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4 3 4 3.7 0.6 1.0  

 

　

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사진, 
일러스트 이션 등을 제공하라 

4 3 3 3.3 0.6 1.0  

 

　

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fluid) 이아웃을 
설계하라 

4 3 3 3.3 0.6 1.0  

 

　

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3 3 4 3.3 0.6 1.0  

 

1.0  

 

8.1. 화면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의 연령  성별,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느낌의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설계하라 

4 4 3 3.7 0.6 1.0  

 

　

8.2.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4 3 4 3.7 0.6 1.0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외 을 
설계하라  

3 4 4 3.7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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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최종 설계원리  지침 의도 학업감성 시/구 방안

학습
활동 

 1. 정성(Positivity)의 원리

 ▌학습성공에 한 정 인 상상을 이끌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한다   

1.1. 학습내용 반에 한 

개 보기를 제공하여 학습 기 

학습자 자신만의 학습시간표와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학습 주제,   목표, 난이도, 
분량, 자료유형 등의 기 에 
따라 모듈  차시 학습내용 
구조도 제공

 

오리엔테이션 모듈 는 창을 
통해 목표  시간표 설정 기
능 설계

 

불안감, 두려움, 
지루함 등 억제

1.2. 차시별 학습흐름을 상할 수  

있도록 일 된 학습단계를 

제공하라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학습단계의 :
비하기, 들어가기, 학습하기, 

쉬어가기, 평가하기, 정리하기 
등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1.3. 학습목표와 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설계하고 상세한 채  

 수료 기 을 제공하라 

기 감, 자신감 등 
유발

수료 기 의  : 진도율 
95%이상, 과제물 는 시험 

수 평균 70  이상  
불안감, 두려움,   
시기심 등 억제 

2. 유희성(Playfulness)의 원리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희 인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2.1. 유머러스한(humorous) 
비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즐거움,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학습목표 제시  배울 지식, 
기술 등을 알았을 때와 몰랐
을 때의 달라질 수 있는 결과
를 보여주는 그림, 일러스트
이션, 사진, 만화, 음향, 동
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

두려움,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2.2. 재미(fun)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  만화,   카툰, 사례,   
연습문제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만화 학습자료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2.3. 흥미로운 문제나 주제의 토론, 
포럼,  로젝트, 집단탐구 
등의 력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유 감, 기 감, 
즐거움, 만족감 등 
유발

토론 학습활동 : 

고립감, 소외감,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부록 12] 이러닝 환경에서의 감성  어포던스 최종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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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 이고 상호작용 인 

온라인 퀴즈, 퍼즐, 퀘스트 

등의 평가활동을 설계하라 

즐거움,  자신감,  
만족감 등 유발

정오답기회, 힌트 제공 등

 

불안감, 두려움, 
지루함 등 억제 

2.5. 쉬어가기(breaks   or 

energizers) 학습활동을  

선택하여 일정 시간 

기분 환할 수 있도록 하라 

즐거움, 자신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학습내용과 련있는 동 상, 
애니메이션, 시뮬 이션, 게임, 
웹툰 등 DB  구축 는 연결 

제한시간 5 분, 10 분, 15 분, 
20 분 등으로 설정

지루함, 좌 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는 극복 

학습
지원

3. 인간미(Humanity)의 원리

▌인간 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감 인 교수처방  피드백을 설계한다 

3.1. 학습 , 개인 이름을 호명하며 

환 (welcoming) 메시지 는 

아이스 이킹(icebreaking)   

질문을 제공하라 

안도감, 즐거움,   
기 감 등 유발

로그인 후 ‘하이 이 ! 
000 님의 강좌목록을 
불러왔습니다’의 환 메시지 
제공

고립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3.2. 학습수행에 한 피드백은  

개인 내 인 거  는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칭찬 

는 격려 피드백을 제공하라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규 지향평가보다는 
목표지향평가 실시
진도맵, 진도표, 진도바 
형태로개인학습이력과 
‘이 에 비해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는 당신은 
OO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 제공
수행정도( 수)에 따라 뱃지, 
스티커, 수, 수료증/인증서 
부여, 캐릭터 꾸미기 등 제공

 

좌 감, 시기심,  
불안감  등 억제 

3.3. 과제물 제출 등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  

학습기회를 제공하라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1주일 내외의 기간 연장
기한연장과 함께 학습시간표, 
학습계획서, 모바일 알림 
등으로 시간 리 지원 
(단, 기한을 지킨 학생과 차등 
수 부여, 기한을 지킨 

학생들에게도 수정기회 
부여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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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습  자신의 학업감성을 

평가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감성성찰일지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즐거움, 자신감,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의 주요 
학업감성별 버튼, 이모티콘 
설계 
학업 감성에 해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성찰일지 
설계함
감성표  버튼 :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3.5.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등으로 표출되는 학습자 

감성에 따라 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감성별 다른 콘텐츠 
유형(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래픽, 동 상 등)을 
제공하거나 캐릭터 얼굴표정, 
격려 메시지, 도움, 안내 등을 
제시함
감성표  버튼 피드백 :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는 
극복 

4.  자아개방성(Self-disclosure)의 원리

▌자신의 이야기, 의견, 감성, 정보 등을 부담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4.1. 의사소통 규칙(네티켓)을 통해 
학습자 서로에 한 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유 감, 안도감 등 
유발

네티켓 : 실제생활에서 
용된 것처럼 같은 기 과 

행동을 고수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 하라,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 하라,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등 

두려움, 불안감, 
분노 등 억제 

4.2.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로필을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하라

즐거움, 기 감, 
만족감, 유 감 등 
유발 는 증진 

사진, 캐릭터, 마스코트, 
아바타 등의 에 자신의 
감성 표시 기능 

지루함 등 억제 
는 극복 

4.3. 자신의 사 인 이야기, 심사, 
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  수 
있는 자 (autobiographical) 
공간을 제공하라

안도감,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게시 ,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
익명으로도 올릴 수 있게 
설계
익명으로도 작성가능하도록 
설계

고립감, 좌 감, 
수치심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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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습 련 결과물(과제물 등), 
일화,  유용한 정보 등을 극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즐거움, 유 감 등 
유발

실수나 실패 겸험를 학습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분 기 
조성 
정보공유 게시  등 제공 

고립감, 좌 감 등 
억제 

4.5.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체 그룹에 공개하기 에 

소그룹이나 지정멤버와 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 

유 감, 자신감, 
안도감 등 유발 게시  공개범 ( 체 공개, 

이웃/멤버 공개 등)설정 기능 수치심, 두려움, 
불안감 등 억제 

4.6. 학습  감성  어려에 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유 감, 즐거움 등 
유발 는 증진 

도움요청 게시   등 제공 

두려움, 분노, 
시기심 등 억제 

는 극복 

4.7.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감성별 이모티콘이 
지원되는 비실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사소통도구를 
제공하라

유 감, 즐거움, 
자신감, 기 감, 
만족감 등 유발 

는 증진  

비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 
이메일, 게시    등,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 리얼 
오디오, 화상회의, 온라인 
채 , SNS 등 

고립감, 지루함, 
분노, 좌 감,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인터 
페이
스  

5.  안정감(Safety)의 원리

▌ 로그램 사용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한 기술  안내  
도움을 제공한다 

5.1. 로그램사용법에 한 안내 

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라 

자신감,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마우스 오버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 기능 설명, 

학습길잡이 투어 동 상 등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5.2.  (다운) 로딩 등의 시간이 

길어질 때 진척도를 알려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라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진척율 안내문구 , 로그래스 
바 제공 

 
지루함, 분노, 
좌 감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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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술  문제 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안도감, 만족감 등 
유발 

도우미(help) 메뉴/버튼, 
도우미 에이 트, FAQ, Q&A 
등 문제원인별로 해결안 제공 

분노, 좌 감 등 
억제 

6.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원리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만의 학습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1. 원하는 학습경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자신감, 만족감, 
기 감 등 유발

기본 페이지 이동바 외에 
학습맵, 진도맵  등의 형태로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를 
다양하게  제공함

지루함, 불안감, 
두려움 등 억제 

6.2. 사운드, 동 상, 화 등의 
학습진행 조 을 한 
제어기능을 제공하라

자신감,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재생/멈춤, 자막/ 본 
보기/감추기, 배속, 다시보기, 
음량조 /소거 등

지루함, 좌 감, 
불안감 등 억제 

6.3. 자신의 취향 는 감성에 따라 
자신만의 학습화면을 설정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자신감 등 
유발 는 증진 

배경화면 스킨 디자인테마  
색상, 에이 트 캐릭터 
사용유무  형태, 텍스트 
크기  꼴 선택권 제공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는 극복 

학습
화면

7. 호감(Affinity)의 원리

▌ 학습자의 시각  호감을  수 있는 매력 인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7.1. 화면 컨셉의 감성  분 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택하고 한 화면당 최  

5±2개의 색상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설계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빨강: 열정, 주황; 즐거움, 
랑: 차분함, 노랑: 따뜻함, 
록: 신선함, 갈색: 신빙성, 

흰색, 온화함, 검은색: 슬픔, 
보라색: 외로움

불안감, 좌 감, 
분노 등 억제 

7.2. 시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모션그래픽, 타이포그래피 등을 
제공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진척율 보여주는 모션그래픽 
: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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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화면사이즈별 최 의 가독성과 
매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형(fluid) 이아웃을 
설계하라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기술 용  
PC, 스마트폰 화면크기에 

응 인 유동형 이아웃 :

 

좌 감, 두려움, 
분노 등 억제 

8.  친근감(Familiarity)의 원리

▌학습자가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친근한 학습화면을 
설계한다

8.1. 화면 컨셉, 메뉴, 아이콘 등을 

설계 시, 학습자의 연령  

성별,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아날로그 느낌의 친근한 

시각  메타포(visual 

metaphor)를 설계하라 

즐거움, 만족감, 
안도감 등 유발 

여행길, 기찻길, 항해, 책상, 
책꽂이, 책, 종이 등

지루함, 좌 감 등 
억제 

8.2. 실세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한 시각  감(visual 

tactility)을 제공할 수 있는 

씨체, 이미지 등을 설계하라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등 유발

손 씨체, 붓 씨체,  거친 
표면이나 모서리, 페이지 
넘기기 이미지 

지루함, 불안감 등 
억제 

8.3. 감성표  버튼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설계 시, 주요 학업감성별 

친근한 외 을 설계하라  

즐거움, 기 감, 
안도감 등 유발

의인화된 캐릭터 는 인간과 
유사한 얼굴표정, 제스처 등 
설계

고립감, 지루함, 
두려움 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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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the Design Principles of an 

Emotionally Affordable E-Learning Environment 

Taejung Park 

Advisor: Dr. Cheolil L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motions have a major influence on human judgment and behavior. Since 

primitive times, emotions have had an integral relationship with human 

life. In today's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high-tech and 

high-touch products which conceal the coldness of digital technology with 

warm analogue emotions are in the spotlight. Emotional competencies as 

well as technology literacy are considered as critical skills for the 21st 

century. Emotional components attract users and students and promote 

their usage and learning by inducing their emotional reaction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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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the emphasis on emotions is continually increasing.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the field of specific design, but is also 

found a wide range of fields. As the role of technology in education is 

becoming much more important, the necessity of emotionally affordable 

learning environments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Emotionally 

affordable learning environments mean learner-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which help facilitate the cultivation of learners’ positive 

emotions and a decrease in their negative emotions. Such settings would, 

furthermore, help learners to express and regulate their emotions as well 

as understand their and others’ emotions. 

Recent neuroscience, education, psychology, and affective 

engineering studies have proven that emotion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learning or performance through mediating attention, memory, decision 

making, self-regulation, motivation, social interaction and creativity. Also, 

in the practical fields, educational robots, pedagogical agents, future 

schools, e-books, and smart classroom environments have been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and praise. Although many studies in various 

academic fields have revealed the importance of emotions in learning 

contexts and emotional design has had considerable success in real fields,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emotional design of instruction.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find prescriptive studies on possibl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for considering emotional aspects which can 

be applied to learning environments requiring emotional supports such as 

e-Learning. In such environments, students are isolated and lack physical 

interaction with teachers and peers; they, they are easily exposed to 

more emotional challenges. The main reason for the lack of research on 

the emotional design of instruction is the absence of appropriate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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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e-Learning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enhancing emotional affordances which can 

induce adaptive academic emotions by applying affordance-based design 

methodology as a solution for the emotional designs of e-Learning 

environments. E-Learning design principles for emotional affordances are 

initially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reviewed by experts. 

Then their usability is evaluated by instructional designers and their 

effectiveness is verified through learners' evaluations of a developed 

e-Learning program reflecting the design principle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components for designing emotional affordances in e-Learning 

environments are the learning activity, learning support, learner interface, 

and learning screen. The design principles for emotional affordances in 

e-Learning environments are Positivity and Playfulness for the learning 

activity design components, Humanity and Self-disclosure for the learning 

support components, Safety and Personalization for the interface design 

components, and Affinity and Familiarity for the screen design components. 

The results of learners' evaluations of the developed e-Learning program 

applying the design principles show that the program is helpful for 

arousing learners’ positive emotions and reducing their negative 

emotions.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is e-Learning program can 

support the improvement of not only emotional competencies but also 

motivation, interest and perseverance in learning. 

For learners to achieve meaningful and sustained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s, emotional support should be offered. Through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developed design 

principles for emotional affordance-based learning environmen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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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educational and technical attribute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al desig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vid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guidance for designing learning environments that 

take emotional aspects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design principles of designing emotionally affordable e-Learning 

environments, the emotional design of instruction, and the 

affordance-based e-Learning design method are explored. Furthermore, 

future research is needed tp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esign principles 

empirically, develop instructional prescriptions for the regulation of 

learners' emotions, and elaborate upon and systemize the design principles 

by applying them to various target learners and subjects and improving 

research methodology related to developing design principles.

Keywords: e-Learning, academic emotion,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affordance,

          affordance-based design, emotional design

Student ID Number: 2010-3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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