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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흥미는 일종의 내적 동기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흥미는 개인적 흥미(personal interests)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s)로 구분된다. 개인적 흥미는 특정주제

나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 유발된다. 반면, 상황적 

흥미는 일시적이며 즉각적으로 형성되며 개인차가 적고 과제에 대한 가치

와 관련이 거의 없다.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실용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기 위해서 상황적 흥

미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이를 교수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이러닝 

환경의 동영상 강의에서는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거나 

학습자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자 하는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

발 요인이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이다. 즉, 동영상 강의

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은 밝히고, 각 요인이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탐색과 경험적 탐색을 병

행했다. 선행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종합하여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

미 유발 요인을 도출한 후 전문가 타당화와 수정을 거쳐 설문을 실시하였

다. 파일럿 테스트와 설문에서는 흥미로운 동영상 사례로 꼽힌 TED 강의

를 사용하였다. 총 101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동영상 강의를 

듣고 각각의 상황적 흥미 요인들이 전체 수업의 흥미도에 끼친 정도를 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도출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교수자 특성, 강의내용, 교수방법, 강의자료 형태, 강

의자료 특성, 동영상 연출의 6개의 상위요인과 29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

었다. 교수자 특성은 음성 이미지, 행위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감정 표

현 4개의 하위요인, 강의 내용은 관련성, 새로운 내용, 상반된 내용, 고차

원적 사고 내용, 실험 및 조사결과 5개의 하위요인, 교수 방법은 스토리텔

링, 호기심 유발질문, 사례, 강의의 변화 4개의 하위요인, 강의자료 형태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5개의 하위요인, 강의자료 특성

은 웃음 유발, 호기심 유발, 관련성, 이해 도움의 4개의 하위요인, 마지막 

동영상 연출은 강사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 화면, 조명, 화면전환, 청중 표

정, 청중 반응, 무대 장식의 7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둘째,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 총 변화량의 44.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

면 40.1%)가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교수방법과 

강의자료 특성이 동영상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

며, 강의자료 특성(t=4.12)과 교수방법(t=3.45)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본 연구 결과는 세 가지의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밝히고, 이를 상위요인

과 하위요인으로 유목화하였다. 산재했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종합하

고 나아가 동영상 강의라는 특정한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상황적 흥미 요

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둘째,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어 교수방법과 강의자료 설계와 같

은 교수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유머, 모호성, 신기성, 관련성, 명확성

과 같은 특성을 지닌 강의자료를 사용하고, 스토리텔링, 사례 제시, 호기심 

유발 질문 등의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를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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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동영상 연출이 기존 강의식 수업과는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

적 흥미 유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동영상 강의 제작 시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카메라의 앵글(클로즈업), 카메라의 각도, 화면 

전환,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 조명과 같은 동영상 연출 요인들은 

추가적 비용이나 고급 기술 없이 동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동영상 강의, 상황적 흥미, 요인, 중다회귀분석

학번: 2012-21331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Ⅱ.  이론적 배경 ·················································································7

    1.  흥미 ··································································································7

      가.  흥미의 개념 및 유형 ··········································································7

      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9

      다.  상황적 흥미 유발 교수 전략 ··························································14

    2.  강의식 수업 ·················································································15

      가.  이러닝 환경에서 효과적인 강의식 수업 전략 ····························15

      나.  면대면 환경에서 효과적인 강의식 수업 전략 ····························17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9

    1.  연구절차 ·······················································································20

    2.  연구대상 ·······················································································33

    3.  연구도구 ·······················································································34

    4.  자료분석 ·······················································································36

Ⅳ.  연구결과 ····················································································38

    1.  자료의 기술통계치 ·····································································38



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42

    3.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 ···········47

     

Ⅴ.  논의 ····························································································51

    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51

    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 ···········55

Ⅵ.  결론 및 제언 ············································································57

   

참 고 문 헌 ·······················································································62

부  록 ·································································································69

Abstract ·····························································································79



표  목  차

<표 Ⅱ-1> 현대이론가들의 흥미 ···················································9

<표 Ⅱ-2> 상황적 흥미 요인 ·······················································11

<표 Ⅱ-3> 상황적 흥미 요인 분류 ···········································12

<표 Ⅱ-4> 설명식 수업의 단계와 효율적인 교수학습활동 ···18

<표 Ⅲ-1>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

황적 흥미 유발 요인 ·····································································22

<표 Ⅲ-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1차) ··24

<표 Ⅲ-3>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2차) ··26

<표 Ⅲ-4>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을 위

한 설문 문항 구성 ···········································································35

<표 Ⅳ-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설

문 항목별 흥미정도 평균과 표준편차 ·········································38

<표 Ⅳ-2> 흥미도와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간의 상관 ·········41

<표 Ⅳ-3> 교수자 특성 요인분석 결과 ·····································43

<표 Ⅳ-4> 강의내용 요인분석 결과 ···········································44

<표 Ⅳ-5> 교수방법 요인분석 결과 ···········································44

<표 Ⅳ-6> 강의자료 형태 요인분석 결과 ·································45

<표 Ⅳ-7> 강의자료 특성 요인분석 결과 ·································45

<표 Ⅳ-8> 동영상 연출 요인분석 결과 ·····································46

<표 Ⅳ-9>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최종) ·47

<표 Ⅳ-10>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신뢰



도 ·········································································································48

<표 Ⅳ-11>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49

<표 Ⅳ-1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50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연구절차 ····································································21

[그림 Ⅲ-2] 전공에 따른 연구대상 구성현황 ························33

[그림 Ⅳ-1] 흥미도 점수가 높은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40

[그림 Ⅳ-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흥미

도 평균 ·······························································································41

[그림 Ⅲ-2] 전공에 따른 연구대상 구성현황 ························33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흥미는 일종의 내적 동기(Hidi, Renninger, & Krapp, 2004)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idi & 

Harackiewicx, 2002; Krapp, Hidi, & Renninger, 1992). 흥미

(interest)는 특정한 주제나 활동에서 개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매력적

이고 마음을 끄는 주제에 대한 탐색활동을 의미한다(윤미선, 김성일, 

2003). 일반적으로 흥미는 개인적 흥미(personal interests)와 상황적 흥

미(situational interests)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흥미는 특정주제나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 유발되며, 점진적이고 지식

적이고 개인차가 큰 편이다. 개인적 흥미가 높으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기존 지식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

에 학습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반면, 상황적 흥미는 특정자극이나 상

황에 의해 일시적이며 즉각적으로 형성되고 개인차가 적고 과제에 대한 가

치와 관련이 거의 없다(소연희, 2005). 예를 들어, 상황적 흥미는 자극과

의 동일시, 상황자극에 대해 새로움, 놀람, 환상, 추론(Anderson, Shirey, 

& Schunk, 1979)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Schiefele(1991)는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의 발생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

구들이 교육에 있어 개인적 흥미보다는 상황적 흥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진경아, 2012).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가 속해 있는 학습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발생하므로 흥미 발생의 기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하

는 데 실용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실

제 국내외에서 상황적 흥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에듀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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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Edutainment)와 게임기반학습 모두 교육에서 흥미를 결합시켜 학생

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강명희, 강인해, 송

상호, 임철일, 조일현, 최수진, 허희옥, 2007). 많은 연구와 교육적 시도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의 2009년 PISA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읽기, 수학, 과학에서 모두 최상위의 성취수준을 보였으나 즐기기, 흥미, 

자기개념, 불안 등의 정의적 요소에서는 읽기를 제외한 수학, 과학 과목의 

경우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높은 학업 성취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흥미도는 많은 학습자들이 즐거움보다는 고통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상황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서는 상황적 흥

미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Bergin(1999)은 유능감, 

자율적인 환경, 교사의 수업방법, 평가방법 등을 상황적 흥미와 관련된 변

인으로 뽑았으며 신기성, 환상, 유머, 참여와 같은 상황적 흥미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Berlyn(1960)에 따르면 신기성, 변화, 모호성 등과 같은 대

조변인을 통해 적절한 각성수준을 유지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으

며, 또한 학습내용에 학습자의 상황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강화, 삶

의 주제 등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나 사례는 학습자의 

기억이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이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Kintsch(1980)은 상황흥미를 정서적 

흥미와 인지적 흥미로 구분하고, 정서적 흥미는 각성이나 정서 반응을 통

해 유발되며, 인지적 흥미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이나 해결능력과 같이 인지

적인 관여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김성일(2003)은 상황적 흥미 발생

의 삼원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학습자의 특성(지능, 자기효능감, 인지 욕구 

수준 등), 학습재료(신기성, 복잡성, 모호성, 변화성 등) 및 과제 및 학습

활동(과제 난이도, 추론 등)의 세 가지 주요 변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황

적 흥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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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들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자율

성을 부여하고 학습자 능동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한다

(Kim, Yoon, Whang, Tversky & Morrison, 2007). 하지만 강의식 수

업은 특성상 학습자 중심의 활동보다는 주로 교수자의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에서는 더욱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흥

미를 유발해 지속할 수 있는 교수자의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 강의식 수업

에서의 효율적인 교수행동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권영성, 

2006; 길양숙 2011) 열정, 명료성, 상호작용, 화술, 관련성, 유머 교사 효

율성 요인에서 지속적 환기, 다양한 수업자료의 사용, 언어적 행동의 변화, 

사례나 예시 활용 등에서 흥미 유발과 관련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한, 이용숙(2011)은 ‘우수수업 상’수상 교수의 수업유형과 특성을 분석

했는데, 강의 중심의 교수-중심 수업에서 1)실제 생활 사례와 유머 제시, 

2)주제별 중간 정리, 3)이야기 식 설명, 4)문제해결방법과 적용 보여주기, 

5)다양한 영상 자료 활용이라는 5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실제 생활 사례와 

유머 제시, 이야기식 설명, 다양한 영상 자료 활용은 모두 학습자의 흥미

를 유발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강의식 수업 

전략의 상당부분이 상황적 흥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상황적 흥미’에 

초점을 둔 강의식 수업에서의 교수설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면대면 환경뿐만 아니라 상황적 흥미는 이러닝 환경의 강의식 수업에서

도 매우 중요하다. 강의식 수업은 이러닝 학습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병노 외(2006)이 수행한 ‘고등교육 e-러닝 현황 조

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학습유형 중 ‘교수강의형’이 82.2%임을 보여준다. 또한, 양정식

(2012), 산업자원부(2006) 등은 대학에서의 이러닝 콘텐츠 중 상당수가 

강의식 동영상 위주의 콘텐츠임을 밝혔다. 이러닝 환경에서는 면대면 수업

과 달리 교수자가 수업 중 직접적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거나 학습자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흥미 유발 전략이 필요하

다. 그러나 기존 이러닝에서의 흥미 유발을 위한 노력은 강의 콘텐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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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설계보다는 화면설계, 콘텐츠 구성, 내용제시 유형을 통해 이루어

져왔다. 유일(2003)은 콘텐츠의 구성 방식이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명희 외(2007)는 강의 내용을 동영상, 내레이션,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하였을 때 성취도는 내레이션이, 만족도는 동영상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배진아 외(2008)는 배경 템플릿 유형, 강의보조자료

의 변화가 사회적/인지적 수용성, 몰입, 흥미 등 학습과정에 대한 인식과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민규(2011)는 클릭이나 드래

그 기능을 통해 학습자의 주의집중 요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

은 요소들은 이러닝 동영상 강의 내에서 교수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흥

미 유발 전략이 아니다. 즉, 기존 연구들은 이러닝 환경에서 강의식 수업

을 흥미롭게 만들기보다는 강의 외적 요소나 추가 기능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의 강의식 수업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강의식 수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동

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동영상 강

의 자체에서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

는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

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들 각각이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이다. 즉, 동영상 강의

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은 밝히고, 각 요인이 수업에 대한 상황적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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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에 미

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는 교수자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후 스마트 디바이스

(PC, 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이러닝 

콘텐츠 유형을 의미한다. 지식전달형, 지식탐구형, 수행중심형의 세 

가지 이러닝 형태 중(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10) 본 연구에서는 교

수자가 직접 등장하는 지식전달 중심의 교수 강의형태의 동영상 강의

로 한다.   

      

  나. 상황적 흥미 

 

      상황적 흥미는 특정자극이나 상황에 의해 일시적이며 즉각적으로 형

성되고 개인차가 적고 과제에 대한 가치와 관련이 거의 없다(소연희, 

2005).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때,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주제에 대한 탐색활동을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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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라고 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을 상

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라고 정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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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흥미

  가. 흥미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흥미(interest)는 특정한 주제나 활동에서, 개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주제에 대한 탐색활동을 의미한다(윤

미선, 김성일, 2003). 흥미는 일종의 내적 동기(Hidi, Renninger, & 

Krapp, 2004)로서, 긍정적인 정서와도 연관된다. 흥미라는 심리적 구인에

는 동기적 속성 외에도 인지적 속성(주의집중, 몰입, 정교화, 추론 등)과 

정서적 속성(즐거움, 기쁨, 만족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실적

으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요인이다(김성일 , 윤미선, 소연희, 2008). 

  학습에 있어서도 흥미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idi & Harackiewicx, 2000; Krapp, Hidi, & 

Renninger, 2006; Ormrod, 2008 재인용). 흥미와 학업 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Hidi(1990)는 학습 

내용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 대상이나 활동에 더욱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이며, 의도적인 노력이나 주의를 덜 들이고도 더 많은 주의집중

과 학습효과를 보이며, 자벌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교과에 대한 흥미는 특정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학업 관여 정도는 학업 성취에 반영된다(Hidi & Harackiewicx, 

2000). 윤미선(2003)은 사고양식에 따른 학습동기와 교과흥미가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교과 흥미와 교과 성취와의 정적 상관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교육 영역에서 흥미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

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와 게임기반학습은 모

두 교육에 흥미를 결합시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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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강명희, 강인혜, 송상호, 임철일, 조일현, 최수진, 허희옥, 

2007).  

  이론가들은 흥미를 개인적 흥미(personal interests)와 상황적 흥미

(Situational interests)로 구분한다. 소연희(2005)가 기존 이론들은 정리

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적 흥미는 특정주제나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 유발되며, 점진적이고 지식적이고 개인차가 큰 편이다. 

특히, 개인적 흥미가 높으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기

존 지식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학습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반면, 상황적 흥미는 특정자극이나 상황에 의해 일시적이며 

즉각적으로 형성되고 개인차가 적고 과제에 대한 가치와 관련이 거의 없

다. 가령, 자극과의 동일시하거나, 상황자극에 대해 새로움, 놀람, 환상, 추

론(Anderson, Shirey, Wilson, & Fielding, 1987)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

한다. Schiefele(1991)는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의 발생원으로 기능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가 속해 있는 학습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므로 흥미 발생의 기제를 이해하고 효율

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실용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

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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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현대이론가들의 흥미(진경아, 2012)

유형 세부 요소 내용

개인적 흥미

감정-관련 흥미

대상이나 활동 자체와 관련된 감정을 의미

하는 것. 즐거움, 참여, 몰입 등에 관한 것

Schiefele(1991, 1996)

가치-관련 흥미
대상에 대한 개인적 의미성이나 중요성에 

관련함 Schiefele(1991, 1996)

상황적 흥미

인지적 흥미

입력 정보와 사전지식, 구절 안에서 내용

의 불확실성, 사후 해결가능성 혹은 텍스

트의 일관성 요인에 의해 결정. 현대 교육

학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영역

Kintsch(1980)

정서적 흥미

폭력이나 섹스와 같이 자동적인 각성 효과

나 직접적인 정서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야기됨. 생크의 ‘절대적 흥미’와 

유사한 개념 Kintsch(1980)

 

 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연구자들은 교육에 있어,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진경아, 2012).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찾고 이를 교수-학습 환경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황적 흥미는 즉흥적인 흥미로서 즉각적

으로 드러나며, 항상 맥락 특정적이다(Schraw & Lehman, 2001). 상황

적 흥미 유발 요인은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Bergin(1999)은 개인적 흥미보다 모방, 불일치, 신기성, 

환상, 유머, 참여활용과 같은 상황적 흥미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Berlyn(1960)의 새로움, 복잡함, 놀람, 모호함과 같은 대조적 변인들의 

함수라고 보았는데, 대조적 변인이란 자극의 구조적 혹은 형식적 속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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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친밀함-새로움, 단순-복잡, 기대-놀람, 명확-모호, 그리고 안정-변

화 등의 차원에서 변화를 말한다(김성일 외, 2003). 이러한 대조적 변인

을 통해 적절한 각성수준을 유지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Kintsch(1980)은 상황흥미를 정서적 흥미와 인지적 흥미로 구분하고, 정

서적 흥미는 각성이나 정서 반응을 통해 유발되며, 인지적 흥미는 입력정

보와 사전지식간의 관계에 의해 야기된다. 인지적 흥미는 배경지식, 내용

의 불확실성(혹은 놀람), 해결가능성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배경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불확실성과 해결가능성은 배경지식

에 따라 결정된다. 김성일 외(2003)는 상황적 흥미 발생의 삼원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학습자의 특성(지능, 자기효능감, 인지 욕구 수준 등), 학습

재료(신기성, 복잡성, 모호성, 변화성 등) 및 과제 및 학습활동(과제 난이

도, 추론 등)의 세 가지 주요 변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황적 흥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 강명희 외(2007)와 배진아 외(2008)는 강의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민규(2011) 또한 이

러닝에서 애니메이션, 플래시, 학습 에이전트와 같은 효과를 통해 학습자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근영(2005)와 박혜경(2012)는 강

사(교수자)의 이미지를 청각적, 외적, 행위적,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하고 

각각이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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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상황적 흥미 요인 

강명희 외(2007)
강의 제시 유형(동영상, 내레이션, 텍스트), 강의 자

료 유형(배경 템플릿)
구민규(2011) 애니메이션, 플래시, 학습 에이전트 활용
김근영(2005),  

박혜경(2012)
교수자의 청각적, 외적, 행위적, 정서적이미지 

김성일 외 

(2003)

학습자(능력, 사전지식, 자기효능감, 인지욕구수준),  

학습재료(신기성, 복잡성, 모호성, 변화성), 과제 및 

학습활동(과제 난이도, 자기관련성, 인지적 불일치, 

추론)

배진아 외(2008) 강의자료 유형(텍스트, 강의자 중심, 이미지 중심)

Bergin(1999)
모방(modeling), 불일치, 신기성, 생명애, 환상, 내

러티브, 신기성, 유머, 참여적 활동
Berlyne(1960) 신기성, 불확실성, 갈등, 복잡성 

Kintsch(1980) 내용의 불확실성, 배경 지식 
Schraw,  

Lehman(2001)

매력, 생생함, 통합, 과제의 조작, 과제의 변화, 사

전지식

<표 Ⅱ-2> 상황적 흥미 요인

  상황적 흥미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교수자, 강의

내용, 강의자료, 학습활동 및 과제, 학습자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해서 보았

다. 이는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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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요인
교수자 강의내용 강의자료 학습활동 및 과제 학습자

강명희 외(2007) 　 　
동영상, 내레이션, 

텍스트
　 　

구민규(2011)
애니메이션, 플래시, 

학습 에이전트 활용
김근영(2005), 

박혜경(2012)

청각적,  외적, 행위적, 

정서적 측면
　 　 　 　

김성일 외(2003) 　
신기성,  복잡성, 

명확성, 변화성
모호성, 관련성 

추론,  과제난이도, 

학습목표, 자율성

능력,  사전지식, 

자기효능감, 

인지욕구수준

배진아 외(2008) 　 　
텍스트,  강의자 중심, 

이미지 중심
　 　

Bergin(1999) 모방

불일치,  신기성, 

생명애, 환상, 

내러티브

신기성,  유머 참여적  활동 　

Berlyne(1960) 　
신기성, 불확실성, 

갈등, 복잡성 
신기성, 복잡성 

불확실성, 갈등, 

복잡성 
　

Kintsch(1980) 　 내용의  불확실성 　 　 배경지식 
Schraw, 

Lehman(2001)
　 매력,  생생함, 통합 　

과제의  조작, 과제의 

변화
사전지식

<표 Ⅱ-3> 상황적 흥미 요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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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황적 흥미유발 교수전략 

 

 상황적 흥미 요인을 바탕으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학습하여야 하는 이유와 

학습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맥락적/상황

적 관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김성일, 

윤미선, 2004 재인용). 학습자는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나 문제에 

관심을 흥미를 느끼고, 관련성과 유용성이 높아야 지식의 전이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학습 자료 혹은 문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김

성일(1996)은 읽기자료에서 학습자료를 모호하게 구성하여 놀람이나 인지

적 갈등을 유발한 후 추론 등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Kim et al. (2004)는 정적인 그림이 역동적인 애니메이션보다 흥미

를 높여주는 경우, 정적인 그림은 그림간의 연결에 대한 추론의 여지를 제

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자료나 문제

는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도전감을 최적화하기 위한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정보와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Kintsch(1980)에 따르면, 배경지식(사전지식) 수준에 따

라 학습자는 해결가능성을 가늠한다. 이 때,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난이

도의 과제는 흥미를 떨어뜨린다.   

  넷째, 이야기나 사례를 제시하라. 이야기나 사례는 학습자의 기억이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이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강명희 외(2007)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을 소개

하며, 사례는 지속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는 신

기성의 효과를 높이고 수업 상황에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다. 배진아, 김유진, 전병호(2008)은 배경 템플릿 유형, 강의보조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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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사회적/인지적 수용성, 몰입, 흥미 등 학습과정에 대한 인식과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때, 강의보조자료의 변화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학업 성취도는 인지적 수용성, 몰입, 흥미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학습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흥미에 따라 학습 내용과 과제를 선택

할 때 학습 흥미가 유발되며, 학습과제가 주어진 상황일지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학습에 흥미를 느낀다(Bergin, 1999).  

  일곱째, 유머를 적절히 사용해라. 허영주(2009)는 교사의 유머는 학생

들의 긴장 이완과 갈등 감소,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 형성, 흥미 유발과 

주의집중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권영성(2006)의 효율

적인 교사행동 분석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유머감각을 두 번째로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2. 강의식 수업 

  

  가. 이러닝 환경에서 효과적인 강의식 수업의 전략  

  

  강의식 수업은 이러닝 학습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2006; 임병노 외 , 2006; 양정식, 2012), 학습자은 동영상 

유형의 이러닝을 선호한다(이혜정, 김태현, 2004). 동영상 강의의 교육 효

과는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Chun et al. (2006)은 

대학 수업에서 녹화된 수업 동영상을 사용한 경우에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가 높음을 밝혔고, Herder et al. (2002)은 여러 국가간의 협력 수업에서 

동영상 수업의 활용 효과를 밝혔다. 국내에서도 지리, 영어, 컴퓨터 등의 

교과에서 동영상을 활용했을 시 학생들의 만족도 학업성취도가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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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국민정, 2003; 김민지, 2013; 임선미, 2005; 황미화 외, 2009). 

이러한 연구들은 교과목 특성이나 학습자 특성을 넘어서서, 동영상 강의가 

면대면 강의식 수업과는 다른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영상 강의의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학습자 요

인, 교수자 요인, 강의콘텐츠 요인 세 가지를 대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데(전병호, 2008)은 주로 강의 콘텐츠 상에서 화면설계, 콘텐츠 구성, 내

용제시 유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유일(2003)은 콘텐츠의 구성 

방식이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명희 외

(2007)은 강의 내용을 동영상, 내레이션,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하였을 때, 

성취도는 내레이션이, 만족도는 동영상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전병호

(2008)은 배경 템플릿 유형, 강의보조자료의 변화가 사회적/인지적 수용

성, 몰입, 흥미 등 학습과정에 대한 인식과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민규(2011)는 클릭이나 드래그 기능을 통해 학습자의 주의

집중 요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동영상 강의를 위한 교사의 수업설계 모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이러닝 수업 모형은 튜토리얼형, 토론학습형, 프로젝트기반

학습형, 탐구학습형, 문제중심형과 과제중심학습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김세리 외, 2007). 이 중 튜토리얼 형이 본 연구의 대상의 동영상 강의

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국내 이러닝의 수업 및 콘텐츠 유형이 일

방향적 강의형이 주류를 이루는 데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권성

호, 2001; 임병노 외, 2006; 김세리 외, 2007).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러닝 학습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면대면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동일한 교수

설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영상 강의(개인교수형)를 위

한 교수설계 모형(임철일, 2000; 조미헌 외, 2004)를 살펴보면 전통적 교

수설계 모형인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를 변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

통적 면대면 환경과 달리 이러닝 환경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수업설계 방

식이 요구된다는 선행연구들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지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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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콘텐츠 구성시 주로 전달전략에만 초점을 두어서 교수자-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동영상 강의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호작용과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활동

을 포함하는 세심한 학습설계가 포함되고 있지 않다(김세리 외 2007). 

나. 면대면 환경에서 효과적인 강의식 수업 전략  

  

  이러닝 환경에서 강의식 수업 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면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강의식 수업의 특성을 통해 이러닝 동영상 강의를 위한 

수업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숙(2011)은 ‘우수수업 상’수상 교

수의 수업유형과 특성을 분석했는데, 그 중 강의 중심의 교수-중심 수업

에서 1)실제 생활 사례와 유머 제시, 2)주제별 중간 정리, 3)이야기 식 설

명, 4)문제해결방법과 적용 보여주기, 5)다양한 영상 자료 활용이라는 5가

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성호(2006)은 대학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수의 효

율적인 교수 행동 요인을 분석했는데, 지식(knowledge), 기능(skill), 태

도(attitude)요인으로 구분했다. 또한 지식요인은 전문성, 명료성, 관련성, 

조직화, 공정성으로 기능요인은 상호작용, 화술, 리더십, 유머감각으로, 태

도요인은 열정, 유대감, 학습중심, 융통성, 속도로 상세화 할 수 있다. 길양

숙(2011)은 대학의 수업방법과 교수행동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기 위

해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명식 수업의 단계와 효율적인 교수학

습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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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단계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

도입

- 선수학습내용을 개관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한다.

- 본시 주제를 알리고, 흥미를 북돋는 활동을 한다.

- 수업목표를 언급한다.

- 선행조직자가 도움이 될 경우, 이를 제시한다.

- 수업절차를 개관함으로써 교수학습과정을 예측하게 한다. 

전개

- 개념이나 원리, 절차를 설명한다.

- 이해에 도움이 될 예, 시범, 그림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시

한다.

-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여부를 확인한다.

- 질문을 통해 학생의 참여를 증진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한

다.

- 복잡한 내용은 작은 단위로 나누어 내용설명-예-연습활동을 

반복한다.

- 독립적인 연습을 위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정리
- 중요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복습이 되도록 한다.

-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표Ⅱ-4> 설명식 수업의 단계와 효율적인 교수학습활동(길양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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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적 탐색과 

경험적 탐색 방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상황적 흥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관련 선행 문헌 고찰

을 통해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추출하였다. 동시에 동영상 강의라는 교

수-학습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흥미로운 동영상 사례에 대한 경험적 탐색을 시행하였다. 상황적 흥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동영상 강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앞선, 관련 선행 문헌과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동영

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종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파일럿테스트와 설문에서는 TED의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였고, Google Drive를 활용해 동영상을 보고 바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101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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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그림 Ⅲ-1]와 같다. 

이론적 탐색

- 선행 문헌을 통해 상황적 흥

미 유발 요인 추출

경험적 탐색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동영상 

환경을 고려한 동영상 강의에

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추

출 

⇩
전문가 타당화 및 수정 

- 선행 문헌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도출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타당화(교육공학 박사 1인, 교육상담 박사 1인, 교육공

학 박사 수료 1인)

- 수정 후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도출 

⇩
설문 구성 

-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 구성

- 총 39문항( 일반적 특성 3문항, 흥미도 3문항, 요인 별 흥미도 32문항, 흥

미유발 유인 서술 1문항)

- 리커트 5점 척도, 자기보고식 

⇩
설문 실시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강의에 대한 상황적 흥미 수준 검사 

- 20~30대 일반인 1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 실시 

⇩
결과 분석 및 해석 

- 설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SPSS 21.0 Windows

-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검증: 요인분석

-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의 영향력: 중다회귀분석

⇩
종합적인 결론 및 논의   

[그림 Ⅲ-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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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적 탐색

 

  상황적 흥미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상황적 흥미를 연

구한 논문을 고찰하였으며, 공통부분을 추출해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유

목화 하였다. 교수자, 강의 내용, 강의자료, 학습활동 및 과제, 학습자 영역

으로 상황적 흥미 유발요인을 구분하였다. 문헌은 관련 서적 및 아티클, 

인터넷 자료 등을 포함하며, 문헌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구글학술정

보, 서울대학교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및 각종 학회 사이트 등을 통해 이

루어졌다. 

 

 나. 경험적 탐색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경험적 탐색을 진행하였다. 추후 설문에서 도구로 

선정한 에이미 커디의 “당신의 신체 언어가 자신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제목의의 TED 강의를 갖고 8명의 교육공학 석사과정에게 파일럿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느낀 상황적 흥미

에 대한 오픈형 질문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6개의 의견을 얻을 수 있

었고, 이를 연구자 2인(교육공학 석사 수료 2인)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자, 강의내용, 강의자료, 동영상 연출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 도출되었다. 하위 요인으로는 교수자 요인에서 발음/말의 속도, 외

모와 인상, 제스츄어 및 표정, 열정, 지위, 눈물 6가지가 도출되었다. 강의 

내용에서는 관련있는 내용, 새로운 내용, 상반되는 내용, 호기심을 자극하

는 질문, 사례, 실험 및 조사 결과, 강사의 스토리, 강의의 변화 8가지 항

목이 도출되었다. 강의자료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웃음 유발 자료, 호기심이 들게 하는 자료,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의 9가지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동영상 

연출의 하위 요인으로는 강사의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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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 요인 예시

교수자

발음, 말의 속도 목소리 변화, 신나게 말하는  것

외적 인상 호감이 가는 얼굴

제스츄어, 표정

강연자가 설명하는 제스츄어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부분

열정 열정이  있게 이야기 함

지위
유수대학의 교수(프린스턴, 

하버드)라고 언급 시

눈물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야기 하는 

부분

강의  

내용

나와 관련/관심 있는 내용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감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역할의 변화가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내용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생각과 다른 내용 제시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강의 중간 중간 의문점 혹은 

질문을 하여 생각을 해 보게끔 함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악수 사례를 예시로 들은 곳

실험 및 조사결과 타액샘플에 변화가 있다는 실험

본인의 스토리, 스토리텔링
19세 때 자기 사례를 들며 내용을 

풀어감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주제가  빨리빨리 바뀜

강사에게 집중된 조명, 화면의 전환,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 무대

장식, 동영상 시작 시 화면과 효과음 8가지가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Ⅲ-1>와 같다.  

<표 Ⅲ-1>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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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사진 마지막 원더우먼 사진

동영상
내용에 부합하면서 재미있는 짧은 

동영상 제시
텍스트 핵심내용을 글로 정리해 준 것

이미지
그래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예: 도표, 그래프)

애니메이션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 

(예: 자료의 움직임, 변화)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재미있는 자료들 

호기심이 들게 하는 자료
그래프를 보여주고 궁금증을 

유발함
나와 관련/관심 있는 자료 아는 정치인이 나왔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
상황에 적절한 사진 제시

동영상  

연출

강사 클로즈업 화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다양한 카메라 앵글의 전환

강사에게만 집중된 조명
관객은 어둡고 강사만 조명을 

받음 

화면의 전환

흐름에 따라서 강의자와 자료를 

번갈아가며 적절하게 보여줌

(예: 강사-> PPT화면 -> 청중)

청중들의 표정 관중의 집중한 표정 

청중들의 반응
청중들의  진심어린 박수

(예: 박수소리, 웃음)
무대 장식 뒤에 장식들 
동영상 시작 시 화면과 

효과음
시작할 때‘땡’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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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 요인

교수자 

음성 이미지(예: 목소리,  발음, 말의 속도)
외적 이미지(예: 인상, 신체조건, 옷차림)
행위적 이미지(예: 제스츄어, 표정)
정서적 이미지(예: 열정, 자신감, 친근감)
객관적 조건(예: 직업, 지위)
감정 표현(예: 웃음, 눈물)

강의 내용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실험 및 조사결과
강사 본인의 스토리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강의자료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예: 도표, 그래프)
애니메이션(예: 자료의 움직임, 변화)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종류와 관계없이)

호기심이 들게하는 자료(종류와 관계없이)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종류와 관계없이)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종류와 관계없이)

다. 전문가 타당화 및 수정 
 

  선행문헌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도출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종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강의식 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문헌에서 도출된 학습 활동 및 과제요인을 제외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

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요인 또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 강

의 내용, 강의자료, 동영상 연출이라는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Ⅲ-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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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연출

강사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강사에게만 집중된 조명

화면의 전환(예: 강사-> PPT화면 -> 청중)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예: 박수소리, 웃음)
무대 장식(예: 소품, 작음 조명, TED 간판)

동영상 시작 시 화면과 효과음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교육공학 박사 1인, 

교육상담 박사 1인, 교육공학 박사 수료 1인 총 3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명

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성, 이해도, 용어 대표성이란 총 6개의 항목으로 

타당화 설문이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명력(4.67점), 타당성(5

점), 적절성(3.67점), 보편성(3.67점), 이해도(4.67점), 용어 대표성(4점)

으로 각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다. 타당화 점수가 낮게 평가된 적절

성과 보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했다. 보편성은 본 연구의 설문

이 하나의 동영상 강의를 도구로 실시되기 때문에 연구 자체의 한계로 수

정이 불가하다. 반면, 각각의 하위요인이 상위 요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인한 적절성(3.67점)은 수정이 가능하였다.  

‘강의 내용’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강사의 스토리텔링’,‘호기

심이 들게 하는 질문’,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강의 소재/주

제/내용의 변화’는 ‘교수 방법’이라는 새로운 상위 요인을 만들어 분류

를 새로 했다. 또한, ‘강의 자료’를 ‘강의 자료 형태’와 ‘강의 자료 

특성’으로 분리시켰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라는 용어를 ‘교수자 특

성’으로 바꾸었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 수정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은 다음 <표 Ⅲ-3>와 같다. 관련문헌과 파일럿 테스트의 

예시로 각 요인들의 도출 근거의 타당성을 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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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 요인
도출근거

관련 문헌 및  구성 요소 파일럿 테스트

교수자 특성

음성 이미지

(예: 목소리,  발음, 말의 속도)

김근영(2005),  박혜경(2012), 

신나은, 이정훈(2009), 

Bergin(1999)&Schraw, 

Lehman(2001)

매력, 모방 목소리 변화와 신나게 말하는 것

외적 이미지

(예: 인상, 신체조건, 옷차림)

김근영(2005),  박혜경(2012), 

Bergin(1999)&Schraw, 

Lehman(2001)

매력,  모방 호감이 가는 얼굴

행위적 이미지

(예: 제스츄어, 표정)

김근영(2005),  박혜경(2012), 

Bergin(1999)
생생함,  매력, 

강연자가  설명하는 제스츄어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부분

정서적 이미지

(예: 열정, 자신감, 친근감)

김근영(2005),  박혜경(2012), 

Bergin(1999)&Schraw, 

Lehman(2001)

생생함,  매력, 

모방
열정적으로 이야기 함

객관적 조건

(예: 직업, 지위)

김근영(2005),  박혜경(2012), 

Bergin(1999)
매력,  모방

유수대학의  교수(프린스턴, 하버드)라고 

언급할 때

감정 표현(예: 웃음, 눈물)

김근영(2005),  박혜경(2012), 

Bergin(1999), Schraw& 

Lehman(2001)

생생함,  매력, 

모방
자주 웃으며 이야기를 끌어감

<표 Ⅲ-3>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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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김성일 외(2003),허영주(2009),

Schraw&Lehman(2001)
관련성,  통합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감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김성일  외 (2003), 

Bergin(1999), Berlyne(1960), 

Kintsch(1980)

신기성
역할의  변화가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내용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Bergin(1999),  Berlyne(1960), 

Schraw&Lehman(2001)
불일치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생각과 다른 내용 제시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김성일  외 (2003), 

Berlyne(1960)
복잡성 　

실험 및 조사결과 김성일  외 (2003) 명확성,  생생함 타액샘플에 변화가 있다는 실험

교수 방법

강사의 스토리텔링 Bergin(1999) 내러티브
자기 사례를 통해 전체 강의를 마무리한 

것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Bergin(1999),  Berlyne(1960), 

Kintsch(1980), 

Schraw&Lehman(2001)

매력
강의 중간 중간 의문점 혹은 질문을 하여 

생각을 해 보게끔 함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Schraw&Lehman(2001) 생생함 악수  사례를 예시로 들은 곳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김성일  외 (2003) 변화성 주제가  빨리빨리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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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형태

사진
강명희  외 (2007), 김성일 외 

(2003), 배진아 외(2008)

생생함, 변화성, 

모호성, 관련성 
마지막  원더우먼 사진

동영상
강명희  외 (2007), 김성일 외 

(2003), 배진아 외(2008)

생생함, 변화성, 

모호성, 관련성 

내용에  부합하면서 재미있는 짧은 

동영상 제시

텍스트
강명희  외 (2007), 김성일 외 

(2003), 배진아 외(2008)

생생함, 변화성, 

모호성, 관련성 
까만 바탕에 노란 글씨

이미지

(예: 도표, 그래프)

강명희  외 (2007), 김성일 외 

(2003), 배진아 외(2008)

생생함, 변화성, 

모호성, 관련성 
그래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

애니메이션

(예: 자료의 움직임, 변화)

강명희 외(2007),구민규(2011)

,김성일 외(2003),배진아 외(2008)

생생함, 변화성, 

모호성, 관련성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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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특성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Bergin(1999),  허영주(2009) 유머 재미있는자료들 

호기심이 들게하는 자료

김성일  외 (2003), 

Bergin(1999), Berlyne(1960), 

Kintsch(1980), 

Schraw&Lehman(2001)

불일치,  신기성 그래프를  보여주고 궁금증을 유발함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김성일  외 (2003), 

Kintsch(1980), 

Schraw&Lehman(2001)

관련성,  통합 아는 정치인이 나왔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
구민규(2011),  김성일 외 (2003), 

Schraw&Lehman(2001)
생생함, 명확성 상황에  적절한 사진 제시

동영상 연출

강사  클로즈업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다양한  카메라 앵글의 전환

강사에게만 집중된 조명 　 　 관객은 어둡고 강사만 조명을 받음 

화면의 전환

(예: 강사→ PPT화면→ 청중)
　 　

흐름에  따라서 강의자와 자료를 

번갈아가며 적절하게 보여줌

청중들의 표정 　 　 관중의집중한표정 

청중들의 반응

(예: 박수소리, 웃음)
　 　 청중들의  진심어린 박수

무대 장식

(예: 소품, TED 간판)
　 　 뒤에 장식들 

동영상 시작시 화면과 효과음 　 　 시작할 때 땡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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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문 구성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수정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총 39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3문항, 강의 전

반에 대한 상황적 흥미도 3문항, 6가지 상위요인에 대한 하위 요인 32문

항,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자유로운 서술형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은 자기보고식으로 서술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요인들에 대한 

흥미 정도를 1점부터 5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 설문 실시 

 설문은 11월 한 주 동안 진행되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바로 설문

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20~30대의 대학생 혹은 대학 졸업생 101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설문 전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시청하도록 설문 전 이에 

관한 주의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응답시 설문을 종료

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다. 설문 결과는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였다. 

바. 결과 분석 및 해석 

  수집된 총 101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98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먼저 실시한 설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 

21.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통계, 요인-흥미도 상관, 요인분

석, 그리고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

적 흥미 유발요인들이 수업의 전체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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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30대의 대학생과 직장인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남

자 56명, 여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은 인문계열 52명, 이공계

열 49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인 전공은 단과대학별로 [그림 Ⅲ-2]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2] 전공에 따른 연구대상 구성현황 

  연구대상을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동영상 강의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료를 공유하

고 학술적 협력부터 경제적 발달까지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OER

은 새로운 고등교육 학습 환경이며(Johnstone, 2005; 장선영 외, 2012 재인

용), MOOCs와 같은 동영상 강의는 대표적인 OER 중 하나이다. 그리고 

20~30대가 MOOCs를 이용하는 주요 학습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또한 

20~30대의 대학생 혹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정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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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TED 동영상 강의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경험적 탐색을 

위해 TED 동영상 강의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TED Conference 영상은 

강의식 수업의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 학습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영상으

로 조사되었으며(김소정, 2013)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Most viewed에 속한 영상은 조회수가 모두 1,000,000건 이상을 넘어선 

영상으로 흥미도가 높음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상황에서 개발된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강연형태의 동영상 강의를 선택한 것은 현실적 이유

가 있다. 우선, 기존의 학습 목적에 따라 개발된 동영상 강의들은 현장의 

강의식 수업을 그대로 옮겨온 형태가 대부분이며, 동영상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수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ED Conference 중 에이미 커디(Amy Cuddy)

의 “당신의 신체 언어가 자신의 모습을 결정한다(Your body language 

shapes who you are)”는 주제의 동영상 강의를 설문에서 활용하였다. 

본 영상은 사회심리학자인 교수자가 신체 언어의 효과를 다양한 사례, 실

험 결과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강의 

형태와 가깝다는 것이다. 사진, 동영상, 이미지(도표, 그래프) 등 다양한 

강의 자료를 활용하며 강의 내용 또한 일반 교수-학습 상황에 학습 주제

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 TED의 영상 중 Most viewed와 Most 

popular this month에 속한 것으로 보아 가장 흥미로운 영상으로 판단되

기 때문이다. 실제 본 영상의 조회수는 8,929,968(12월 2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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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하위 문항 문항수 

일반적특성 성별, 나이, 전공, 3

강의에 대한 상황적 

흥미도
-　 3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교수자 특성 6

강의내용 5

교수방법 4

강의 자료 형태 5

강의 자료 특성 4

동영상 연출 8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서술형)
자유롭게 기술 1

나.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을 위한 설문

지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39문항으로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전공) 3문항, 강의 

전반에 대한 상황적 흥미도 3문항, 타당화를 통해 도출된 상황적 흥미 유

발 요인별로 교수자 특성 6문항, 강의내용 5문항, 교수방법 4문항, 강의자

료 형태, 5문항, 강의자료 특성 4문항, 동영상 연출 8문항, 자유 서술형 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을 위한 

설문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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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가. 자료의 기술통계치

  자료 분석은 설문에 참여한 총 101명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남

은 9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SPSS 21.0 

Windows를 이용하여 측정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

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설문문항에 대한 일반적인 응답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문항-흥미도 간 상관은 전체 척도점수와 각 문항에

서의 반응이 이관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값이 낮은 경우는 해당 

문항이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항양호도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흥미도 간 상관이 .3이하의 값을 보이는 문항은 좋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

하였다(박현정, 강주연, 이수진, 현주, 2006) 대한 설문을 대상으로 자료

를 분석하였다. 

나.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관한 설문의 타당도 및 신뢰

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 방법을 실시했다. 

  첫째, 측정도구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규정한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실제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 해당 구인과 관련 없는 문항을 제거하

기 위하여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인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

인타당도 검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탐색은 요인분석이다(성태제, 

2007). 

  둘째,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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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재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성

태제, 2007).  

다.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 검증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 각각이 수업 전체의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김

경성(2004)에 따르면 중다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중다회

귀분석을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가 있을 때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첫째, R2를 이용하여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했는가를 알 수 있다. 둘

째, 독립변수의 β(비표준화회귀계수) 값을 가지고 어떤 독립변수가 상대

적으로 종속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상대적인 설명력을 가려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이 흥

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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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흥미도

흥미도1 4.30 .691

흥미도2 4.24 .689

흥미도3 4.05 .794

교수자 특성

음성이미지 3.86 .825
외적이미지 3.63 .866

행위적이미지 4.09 .774
정서적 이미지 4.34 .717
객관적 조건 3.26 .977

감정표현 4.16 .728

강의 내용

관련성 4.12 .803
신기성 3.86 .849

불일치성 3.28 .894
고차원적 사고 2.97 .974

실험 및 조사결과 3.91 .874

Ⅳ 연구결과

1. 자료의 기술통계치 

 

  자료의 기술통계치로 측정변인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는 다음 <표 Ⅳ-1>와 같다.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도는 

4.2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설문의 전제인 ‘흥미로운 동영상 강의’

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요소들도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지만, 이 중 3점 이하의 흥미도를 받은 강의 내용 요인의 고차원

적 사고(2.97점), 동영상 연출 요인의 무대장식(2.63점), 그리고 동영상 

연출 요인의 시작화면과 소리(2.58점) 세 가지이다. 

 

<표 Ⅳ-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설문 항목별 흥미정도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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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법

강사의 스토리 4.14 .897
호기심 질문 4.08 .795

사례 4.28 .729
내용변화 3.66 .849

강의자료 

형태

사진 3.95 .751
동영상 3.90 .818
텍스트 3.19 .981

이미지(표, 그래프) 3.83 .825
애니메이션 3.50 .840

강의자료 

특성

웃음유발 3.99 .793
호기심 4.17 .704
관련성 4.16 .808

이해도움(명확성) 3.96 .772

동영상 연출

강사 클로즈업 3.86 .746
다양한 각도 화면 3.52 .864

화면 전환 3.77 .894
조명 3.52 .966

청중 모습 3.37 .842
청중 반응(예: 웃음, 박수소리) 3.89 .848

무대장식 2.63 1.009
시작화면과 소리 2.58 .941

 

  각각의 상황적 흥미 유발 하위 요인들 중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1]와 같다. 교수자의 정서적 이미지

(예: 열정, 자신감, 친근감)가 평균 4.34로 가장 높은 흥미도를 보였고, 교

수방법 중 다양한 사례의 제시가 평균 4.28으로 두 번째로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강의 자료, 적극적인 교수자의 감정 표현, 학습

자와 관련/관심 있는 강의 자료 또한 흥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스츄어와 같은 교수자의 행위적 이미지와 교수방법 측면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 제시도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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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흥미도 점수가 높은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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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6가지 상위 요인 교수자 특성, 강의 내용, 교

수 방법, 강의 자료 형태, 강의 자료 특성, 동영상 연출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강의 자료 특성(4.07), 교수 방법(3.99), 교수

자 특성(3.90), 강의 내용(3.86), 강의자료 형태(3.67), 동영상 연출

(3.66) 순으로 흥미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Ⅳ-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흥미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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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특성   

강의

내용   

교수

방법   

강의

자료

형태   

강의

자료

특성   

동영상

연출   
흥미도  

교수자

특성   
1 .364 .437 .394  .371 .347  .357

강의내용   .364  1 .544 .471  .396 .405  .368

교수방법   .437  .544 1 .526  .318 .459  .501

강의자료

형태   
.394  .471 .526 1 .438 .628  .378

강의자료

특성   
.371  .396 .318 .438  1 .450  .534

동영상연출  .347  .405 .459 .628  .450 1 .353

흥미도   .357  .368 .501 .378  .534 .353  1

  동영상 강의에 대한 흥미도와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6가지 교수자 특

성, 강의내용, 교수방법, 강의자료 형태, 강의자료 특성, 동영상 연출의 상

관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Ⅳ-2> 흥미도와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간의 상관(n=9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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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가. 타당도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관한 설문의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을 6가지 교수자 특성, 강의내용, 교수방법, 강의자료 형태, 강의자료 특

성, 동영상 연출로 이론적 탐색과 경험적 탐색을 통해 확정하였다. 본 검

사를 통해서는 하위 요인들이 각각의 상위 요인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 요인별로 하위 문항을 대상으로 각 

문항들이 1개 요인으로 묶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 수를 1로 지정하고 

최대가능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요인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요인부하량을 사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각 변수 혹은 문항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각 관찰변수를 종속변

수로 하고 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구성한 중다회귀식의 표준화된 회

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인 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변수 혹은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3이상이면 해당 요

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한다(성태제, 2007).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

량 +.4이하로 요인부하량이 작은 하위요인을 삭제하였다.

  교수자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이 중 외적이

미지(.391)과 객관적 조건(.224)는 요인부하량이 .4이하로 교수자 특성의 

하위요인에서 삭제하였다. 음성이미지, 행위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감

정표현은 .4이상이므로 교수자 특성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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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교수자 특성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음성이미지 .510

외적이미지 .391

행위적이미지 .746

정서적 이미지 .577

객관적 조건 .224

감정표현 .710

  강의내용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관련성, 신기성, 

불일치성, 고차원적 사고, 실험 및 조사결과 모두 .4이상으로 강의내용 요

인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4> 강의내용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관련성 .475

신기성 .595

불일치성 .792

고차원적 사고 .775

실험 및 조사결과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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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방법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Ⅳ-5>과 같다. 강사의 스토리텔

링,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 사례, 강의 내용의 변화 모두 .4이상으로 교

수방법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5> 교수방법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강사의 스토리텔링 .520

호기심 질문 .592

사례 .602

내용변화 .699

  강의자료 형태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사진, 동영

상,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모두 .4이상으로 강의자료 형태 요인의 하

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 강의자료 형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사진 .499

동영상 .413

텍스트 .477

이미지(표, 그래프) .656

애니메이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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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웃음유발 .544

호기심 .775

관련성 .710

이해 도움 .602

  강의자료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웃음을 유

발하는 자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료,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모두 .4이상으로 강의자료 특성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7> 강의자료 특성 요인분석 결과

  

  동영상 연출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이 중 시작화

면과 소리(.364)는 요인부하량이 .4이하로 동영상 연출의 하위요인에서 

삭제하였다. 강사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화면의 전환, 

강사에게 집중된 조명, 청중의 모습, 청중의 표정 및 반응, 무대장식은 .4

이상이므로 교수자 특성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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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동영상 연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강사 클로즈업 .500

다양한 각도 화면 .800

화면 전환 .580

조명 .597

청중 모습 .600

청중 반응 .606

무대장식 .479

시작화면과 소리 .364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

하는 6개의 상위요인과 29개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표 Ⅳ-9>와 같다. 

교수자 요인은 음성 이미지, 행위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감정 표현 4개

의 하위 요인을 갖는다. 강의 내용은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기존에 알

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실험 및 조사결과 5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교수 방법은 

강사의 스토리텔링,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

례,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4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강의자료 형태

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5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강의자료 특성은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호기심이 들게 하는 자료,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 4개의 하위요인을 갖

는다. 동영상 연출은 강사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강사에

게만 집중된 조명화면의 전환, 청중들의 모습, 청중들의 반응, 무대 장식 

총 7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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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요인

교수자 

음성 이미지(예: 목소리, 발음, 말의 속도)

행위적 이미지(예: 제스츄어, 표정)

정서적 이미지(예: 열정, 자신감, 친근감)

감정 표현(예: 웃음, 눈물)

강의 내용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실험 및 조사결과

교수 방법

강사의 스토리텔링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강의자료 형태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예: 도표, 그래프)

애니메이션(예: 자료의 움직임, 변화)

강의자료 특성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호기심이  들게하는 자료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

동영상 연출

강사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강사에게만 집중된 조명

화면의 전환(예: 강사-> PPT화면 -> 청중)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예: 박수소리, 웃음)

무대 장식(예: 소품, 작음 조명, TED 간판)

<표 Ⅳ-9>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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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신뢰도(α) 하위 요인 수

교수자 특성 .725 4

강의내용 .789 5

교수방법 .691 4

강의자료 형태 .684 5

강의자료 특성 .769 4

동영상 연출 .784 7

총계 .889 29

나. 신뢰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교수자 특성 4개 하위 요인, 강의내용 5개의 하위

요인, 교수방법 4개 하위요인, 강의자료 형태 5개 하위 요인, 강의자료 특

성 4개 하위 요인, 동영상 연출 7개 하위 요인을 확정하였고, 이에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재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성태제, 2007). 본 연구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도 추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

음 <표 Ⅳ-10>와 같다. 

<표 Ⅳ-10>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신뢰도 

  각 요인의 신뢰도는 최저 α=.684에서 최고 α=.789로 나타났으며, 6

개 요인의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의 문항내적일관선 신뢰도는 α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수용 기준인 α=.6 이상(성태제, 

2007)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하겠다. 



- 47 -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5.296 7 2.185 10.277 .000

잔차 19.136 90 .213 　 　

합계 34.432 97 　 　 　

R2=(adj. R2)=.444(.401) 

3.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

  

  상황적 흥미 유발요인이 전체 동영상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를 어느 정도 

고유하게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면,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최대가 .959, VIF는 2.018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분산분

석표는 다음 <표 Ⅳ-11> 와 같다. 

<표 Ⅳ-11>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98)

  분산 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식이 적합한 지의 여부, 즉 

이 연구에서 투입한 변인들이 상황적 흥미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한 변인인 

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F 통계값은 10.27,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도를 유

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도 총 변화량의 44.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

면 40.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의 하위 요인인 교수자 특성, 

강의 내용, 교수 방법, 강의 자료 형태, 강의 자료 특성, 동영상연출이 상

황적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Ⅳ-12>에 제시된 표준화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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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교수자 

특성
.02 .09 .028 .29 .765

강의내용 .00 .09 .007 .067 .947

교수방법 .36 .10 .360 3.45 .001

강의자료

형태
.02 .11 .024 .217 .828

강의자료

특성
.39 .09 .389 4.12 .000

동영상연출 -.03 .10 -.032 -.29 .768

성별 .22 .09 .185 2.34 .021

(상수) .71 .44 　 1.60 .112

통해 알 수 있다. 

<표 Ⅳ-1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n=98)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수준 .05에서 상황적 흥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는 교수방법(t=3.45, p=.001)과 강의자료 특성(t=4.12,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강의자료 특

성, 교수 방법 순으로 상황적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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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

지 탐색하고, 요인들이 강의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

다. 두 개의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첫 번째 연구문제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요인이 무엇인가

를 밝히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탐색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

한 경험적 탐색을 통해 1차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도

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교수자 특성, 강의 내용, 

교수 방법, 강의 자료 형태, 강의 자료 특성, 동영상 연출이라는 총 6가지

의 상위 요인과 32개의 하위 요인을 가진 2차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

미 유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흥미있는 동영상 강의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상위 요인별로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

는 6개의 상위요인과 29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강명희  외, 2007; 김근영, 2005; 김성일 외, 2003; 

배진아 외, 2008;  허영주, 2009; 박혜경, 2012; Bergin, 1999; 

Berlyne, 1960; Kintsch, 1980; Schraw & Lehman, 2001). 

  첫째, 교수자 특성 요인은 음성 이미지, 행위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감정 표현 4개의 하위 요인을 갖는다. 이는 김근영(2006)와 박혜경

(2012)에서 행위적, 정서적, 외형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순으로 학습자

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감정 표

현을 추가 요인으로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히 제스츄어를 보여주는 행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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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넘어서서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웃거나 심

지어 눈물을 보이면서 교수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학습자의 상황적 흥

미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신나은, 이정훈

(2009)는 교사의 목소리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감

정이 없는 교사의 목소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성호

(2006)의 대학의 강의식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감정을 공유함

으로써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 설문에서 자유롭

게 흥미를 끌었던 점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을 보면 교수자의 감정 표현에

서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사가 웃으면 나도 덩달아 웃고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강연하고 울컥하는 감정을 내비

쳤을 때에는 저의 흥미 역시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에서 교수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학습자는 이러한 감정에 공감하며 상황적 흥미도가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강의 내용은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실

험 및 조사결과 5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이는 관련성, 신기성, 불일치성, 

모호성, 명확성, 생생함 등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황적 흥미 연구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부터 제시한 상황 흥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보여

준다(김성일 외, 2003; Bergin, 1999; Berlyne, 1960; Kintsch, 1980; 

Schraw & Lehman, 2001). 

  하지만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은 모호성을 가진 것으로 김성일 

외(2003)과 Berlyne,(1960) 등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흥미정도는 3

점 이하로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동영상 강의를 교수-학습 환경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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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고차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학

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제한되므로 단순히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제시나 질문만으로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를 유발할 수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 김성일 

외(2003)와 Berlyne(1960) 모두 면대면 학습 상황에서 실험연구를 진행

하였다. 즉, 고차원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강의만으로는 충

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Flipped Learning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 외의 별

도의 학습과제나 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차원적 사고를 유발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수 방법은 강사의 스토리텔링,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실생활

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4개의 하위요인을 갖

는다. 이는 내러티브, 모호성, 불일치성, 관련성, 명확성, 변화 등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황적 흥미 연구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부터 제시한 상황 흥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보여준다(김성

일 외, 2003; Bergin, 1999; Berlyne, 1960; Kintsch, 1980; Schraw 

& Lehman, 2001). 이용숙(2011)과 Bergin(1999)는 이야기식 설명(내

러티브)를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강사의 스토리텔

링이라는 본 연구에서 밝힌 교수방법과 일치하다. 설문에서도 스토리텔링

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스토리로 강의 전체를 이끌어나가 이 강의 내용이 마냥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주장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례 제시 방법(m=4.28)은 두 번째로 평균값이 높은 하위 요인

이었다. 사례는 학습 효과와 학습 흥미를 높이는 데 이미 효과적인 교수방

법이라는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며(연은경, 2013), 이는 본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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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상황적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강의자료 형태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5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길양숙(2011)와과 이성호(2006)은 면대면 강의식 수

업에서 다양한 영상자료 혹은 다양한 수업자료가 학습자의 만족도와 흥미

를 높인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 자료가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다섯째, 강의자료 특성은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호기심이 들게 하는 자

료,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 4개의 하위

요인을 갖는다. 이는 유머, 모호성, 불일치성, 관련성, 명확성, 생생함과 같

은 요인을 나타낸다. 이는 강의 내용과 교수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황적 흥

미 연구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부터 제시한 상황 흥미의 기본적인 구성 요

소들을 보여준다(김성일 외, 2003; 허영주, 2009; Bergin, 1999; 

Berlyne, 1960; Kintsch, 1980; Schraw & Lehman, 2001). 

  여섯째, 동영상 연출은 강사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강

사에게만 집중된 조명화면의 전환,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 무대 장

식 총 7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동영상 연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강

의 콘텐츠 상에서 화면설계, 콘텐츠 구성, 내용제시 유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또한, 동영상 자체의 특성보다는 클릭이나 드래그, 플래시 등의 부차

적인 효과를 통해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의 앵글(클로즈업), 카메라의 각도, 화면 전환,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 조명과 같은 동영상 연출이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강사 클로즈업(m=3.86)과 청중의 반응

(3.89)은 상황적 흥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도 이와 

관련한 것이 눈에 띈다. 

“강사의 감정이 드러나도록 클로즈업한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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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카메라가 잘 

잡아냈다.”

“관중들이 같이 웃거나 박수치면 나도 더 몰입되는 것 같았다.”

  강사의 클로즈업 화면은 앞서 교수자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과도 연결되

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중의 표정과 반응에도 학습자가 공감할 

수도 있다. 

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

  

  두 번째 연구문제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동영상 강의에 대한 상황적 흥미정도에 끼치는 요인들

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흥미도 총 변화량의 

44.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0.1%)가 상황적 흥미도 요인에 의해 설

명되고 있었다. 6개의 요인 중 교수방법과 강의자료 특성이 동영상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강의자료 특성(t=4.12)과 교

수방법(t=3.45)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이는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

해서 교수-학습의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김성일 

외, 2008; 진경아, 2012; Bergin, 1999). 

  첫째, 강의자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강의자료의 형태보다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강의자료를 사용하느냐가 상황

적 흥미에 더욱 영향을 끼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유머, 모호성, 신

기성, 관련성, 명확성과 같은 상황적 흥미의 요소를 담고 있는 강의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자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도 단순한 사진

이나 동영상이 흥미를 끈 것이 아니라 재미나 내용 이해 측면에서 흥미도

가 높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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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 재미있고(표정, 몸동작) 강

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적절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무엇을’가르치는가 보

다 ‘어떻게’가르치는 것이 더욱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교수 방법은 

내러티브, 모호성, 불일치성, 관련성, 명확성, 변화 등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황적 흥미 연구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부

터 제시한 상황 흥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보여준다(김성일 외, 

2003; Bergin, 1999; Berlyne, 1960; Kintsch, 1980; Schraw & 

Lehman, 2001).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가 높은 주제

나 활동을 다룰 경우 이는 자연스레 수업에 대한 상황적 흥미도 높아질 것

이다. 그러나, 이는 교수-학습 내용은 교수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수방법은 교수자가 설계하고 통제가능한 영역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교수방법과 같은 교수-학습 환경 설계 통해서 학습자의 상황

적 흥미도를 높이고 이를 개인적 흥미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성일 외, 2008; 소연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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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및 제언

  흥미는 일종의 내적 동기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흥미는 개인적 흥미(personal interests)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s)로 구분된다. 개인적 흥미는 특정주제

나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 유발되며, 점진적이고 개

인차가 큰 편이다. 반면, 상황적 흥미는 상황에 의해 일시적이며 즉각적으

로 형성되고 개인차가 적고 과제에 대한 가치와 관련이 거의 없다.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가 속해 있는 학습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

하므로 흥미 발생의 기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실

용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찾고 이를 교수-학습 환경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성취 결과를 이끌기 위해 교

수자는 흥미 유발 요인을 고려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강의식 수

업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자율성

을 부여하고 학습자 능동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한다. 그러

나 강의식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보다는 주로 교수자의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에서는 더욱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

키고 흥미를 유발해 지속할 수 있는 교수자의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 특

히, 동영상 강의와 같은 이러닝 환경에서 상황적 흥미는 학습자의 지속적

인 학습참여를 이끄는 데 중요하다. 강의식 수업은 이러닝 학습유형 중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수자가 수업 중 직접적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거나 학습자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흥미 유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이러닝에서의 흥미 유발을 위한 

노력은 강의 콘텐츠 안에서 교수설계보다는 강의 콘텐츠 상에서 화면설계, 

콘텐츠 구성, 내용제시 유형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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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이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

향력은 어떠한가이다. 즉,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은 밝

히고, 각 요인이 상황적 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탐색과 경험적 탐색을 병

행했다. 우선, 상황적 흥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관련 선행 문

헌 고찰을 통해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추출하였다. 동시에 동영상 강의

라는 교수-학습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해 흥미로운 동영상 사례에 대한 경험적 탐색을 시행하였다. 상황적 

흥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동영상 강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파일럿 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앞선, 관련 선행 문헌과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

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종합하여 전문가 타당화를 

거쳤다.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항목화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

집하였다. 파일럿테스트와 설문에서는 TED의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였고, 

Google Drive를 활용해 동영상을 보고 바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101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을 통해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추출하였고,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상위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요인은 6개의 상위요인과 29개

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6개의 상위요인은 교수자 특성, 강의 내용, 교

수 방법, 강의자료 형태, 강의자료 특성, 동영상 연출이다. 상위요인별 하

위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자 특성 요인은 음성 이미지, 행위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감정 표현 4개의 하위 요인을 갖는다. 강의 내용은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일반적인 생각

과 상반되는 내용,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실험 및 조사결과 5개

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교수 방법은 강사의 스토리텔링, 호기심이 들게 하

는 질문,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4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강의자료 형태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

이션 5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강의자료 특성은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호기심이 들게 하는 자료,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강의 내용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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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자료 4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동영상 연출은 강사 클로즈업, 다양

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강사에게만 집중된 조명화면의 전환,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 무대 장식 총 7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둘째,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와 각 요인들이 흥미도에 끼치는 영향을 중

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F 통계값은 10.27, 유의확률 .000으로 모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도

를 유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도 총 변화량의 44.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0.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6개의 

요인 중 교수방법과 강의자료 특성이 동영상 강의의 상황적 흥미도에 유의

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강의자료 특성(t=4.12)과 교수방법(t=3.45)이 동

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도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강의자료 특성과 교수방법 순으로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밝히고, 이를 상위요인

과 하위요인으로 유목화하였다. 기존의 상황적 흥미에 관한 연구들은 각 

요인들을 나열하거나 한 가지 요인에 집중해서 이를 검증하였다. 김성일 

외(2003)은 상황적 흥미 발생의 삼원 모형을 제안하여, 학습자의 특성, 

학습재료, 과제 및 학습활동의 세 가지 주요 변인으로 나눴으나 이는 교수

자 요인과 이러닝 환경의 특성을 담지 못한다. 이러닝 환경에서 진행된 상

황적 흥미 연구들은 대부분 강의 자료나 교수자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

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산재했던 상황적 흥미 유발 요

인을 종합하고 나아가 동영상 강의라는 특정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상황

적 흥미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어 교수방법과 강의자료 설계와 같

은 교수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강의자료 특성과 

교수방법이 상황적 흥미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수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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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도가 달라지므로 다시금 상황적 흥미를 유발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의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

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 설계시, ‘무엇을’가르치는가 보다 ‘어떻게’가

르칠까를 고민해야 한다. 유머, 모호성, 신기성, 관련성, 명확성과 같은 특

성을 지니도록 강의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

링, 사례 제시, 호기심 유발 질문, 강의 내용/소재/주제의 변화 등의 상황

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동영상 연출이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으로 밝혀

졌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기존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강의 콘텐츠 상에서 화면설

계, 콘텐츠 구성, 내용제시 유형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카메라의 앵글(클로즈업), 카메라의 각도, 화면 전환, 청중들의 표정, 

청중들의 반응, 조명과 같은 동영상 연출이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

임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추가적 비용이나 고급 기술 없이 

동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유투브와 MOOCs와 같은 

오픈에듀케이션의 확대로 저비용과 개인 단위의 동영상 강의 제작이 많아

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

다.

  첫째,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대상으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TED에서 Most 

popular와 Most viewed로 뽑힌 하나의 영상을 대상으로만 실험하였다. 

더욱이 본 영상은 영어 기반으로 자막으로 학습을 해야 했다. 따라서 흥미

로운 동영상 여러 개와 모국어 기반의 강의를 대상으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들(김성일 외, 2003; 소연희, 2005; Be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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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Berlyne, 1960)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 또한 상황적 흥미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사전 지식에 따라 상황적 흥미에 차이를 보이곤 했다. 본 연

구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 없는 보편적인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유발

요인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 수준에 따른 상황적 흥미

에 차이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 요인들

이 무엇인지 도출되고, 나아가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 전략들이 도

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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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타당화 설

문지 

부록 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을 위

한 설문지(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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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에 대한

타당도 설문지

연구 제목: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

본 연구에 사용될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의 타당도 설

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

행연구 검토 결과와 파일럿테스트 분석에 따라 동영상 강의에서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도를

제시된 양식에 따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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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타당화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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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위에서 제시한 동영상 강의에서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의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설명력

요인은 학습자가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

는 요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

요인은 학습자가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

는 요인들로 타당하다.

적절성
요인은 유기적 관련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었다.

보편성
요인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요인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용어

대표성

요인에서 활용된 용어들은 각

활동들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기타의견

동영상 강의에서의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들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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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설문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흥미를 느끼는 요인이 무엇인 알아보

기 위한 것입니다. 흥미란 특정한 주제나 영역에 대해서 호기심이 자극

되거나 마음이 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TED의 Most

Popular 강의 중 하나인 에이미 커디(Amy Cuddy)의 “당신의 신체 언

어가 자신의 모습을 결정한다.”를 보시고 다음 설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실험 후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박용희(parkhee@snu.ac.kr)

<부록2>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을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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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가?"에 집중해

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 재미가 있거나, 관심을 끌거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따로 메모를 통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미 커디(Amy Cuddy)의

“당신의 신체 언어가 자신의 모습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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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
지 않다)

3점(보통
이다)

4점(그렇
다)

5점(매우
그렇다)

1. 강의를 듣는 것이 
재미있었다. 
2. 강의를 통해 몰랐
던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다. 
3. 강의이 내용을 계
속해서 더 알고 싶다. 

1. 기본적인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만 나이를 기록해주세요(숫자만 기록 ex:25)

3) 귀하의 최종 학력의 전공(학과)를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강의에 대한 흥미 정도

동영상 강의에 대한 흥미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3. 흥미 유발 요인 탐색

강의에 대한 상황적 흥미를 유발시킨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설

문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긍정적인 관심을 불

러일으키거나/강의를 더 듣고 싶게 만든 요인들에 그 정도를 1점부터 5점

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중들의 박수소리가 강의 내용에 흥미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끼친 정도 크다면 “5점(매우 그렇다)”에 체크하면 됩니다.



- 74 -

[강사의 특성] 다음에 제시된 강사의 특성들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흥미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 음성 이미지(예: 목소리, 발음, 말의 속도)

2 외적 이미지(예: 인상, 신체조건, 옷차림)

3 행위적 이미지(예: 제스츄어, 표정)

4 정서적 이미지(예: 열정, 자신감, 친근감)

5 객관적 조건(예: 직업, 지위)

6 감정 표현(예: 웃음, 눈물)

[강의 내용] 다음에 제시된 강의 내용들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본인

의 흥미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 나와 관련/관심있는 내용

2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

3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내용

4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

5 실험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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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방법] 다음에 제시된 강의 방법들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본인

의 흥미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 강사의 스토리텔링

2 호기심이 들게 하는 질문

3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4 강의 소재/주제/내용의 변화

[강의자료 형태] 다음에 제시된 강의자료 형태들이 강의 전반에 걸쳐

서 본인의 흥미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 사진

2 동영상

3 텍스트

4 이미지(예: 도표, 그래프)

5 애니메이션(예: 자료의 움직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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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 특성] 다음에 제시된 강의자료 특성들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흥미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 웃음을 유발하는 자료

2 호기심이 들게하는 자료

3 나와 관련/관심있는 자료

4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

[동영상 연츨] 다음에 제시된 동영상 연출 특성들이 강의 전반에 걸

쳐서 본인의 흥미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1 강사 클로즈업

2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

3 강사에게만 집중된 조명

4 화면의 전환(예: 강사-> PPT화면 -> 청중)

5 청중들의 표정

6 청중들의 반응(예: 박수소리, 웃음)

7 무대 장식(예: 소품, 작음 조명, TED 간판)

8
동영상 시작 시 화면과 효과음(예: TED로고

및 효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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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동영상을 보며 흥미를 느꼈던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해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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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which 

Elicit Situational Interests 

in Video Lecture

Park, Yong Hee
 

  Intere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liciting learning motivation and 

leading effective learning as a kind of intrinsic motivations, Interest 

divided itself into personal interest and situational interest. Personal 

interest was caused by personal disposition on specific topics or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ituational interest is caused temporarily 

and immediately and it is rarely affected by values on some tasks. 

Situational interest can become personal interest and it has implications 

for designing e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For effective learning, it is necessary to find the factors which elicit 

situational interest and apply them to instructional design. In particular, in 

streaming video lectures o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it is impossible 

for teachers to interact with learners and to control learners. So, 

teachers have to design lectures in detail for causing situational interest.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figure out what are the factors to 

elicit situational interest in streaming video lecture o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research problem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factors which elicit situational interest in video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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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how much influence does each of the factors on situational 

interest of the lectur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study, theoretical exploration and empirical 

exploration were conducted. First, literatures related to situational 

interests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 lectures were reviewed. Then, 

using a video lecture from TED conference(www.ted.com) which is 

regarded as very interested lecture, pilot test was conducted for 8 

learners so that  experimental information could be collected. The factors 

which elicit situational interest in video lecture were extracted by 

synthesizing literatures review and the results of pilot test. Then, the 

factors was tested by experts and revised. And then, online survey to 

101 people were conducted and the factors were finally decided by factor 

analysis. Then, researcher tried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 by multi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s. 

  First, it is found that the situational interest eliciting factors are 

teachers, lecture contents, teaching methods, types of teaching materials, 

characteristic of teaching materials and video directing. And 29 lower 

level of eliciting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6 factors as written above.   

  Second,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 value is 10.277 and 

its significance probability is 0.000, being reveal that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evel of .05. In addition, the 44.4% of total change of 

situational interest on the lecture could be explained by independent 

variables. Among the factors, characteristic of teaching materials(t=4.12) 

and teaching methods(t=3.45) turned out to be the most explanatory 

variable in situational interes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und the factors which elicit situational interest and 

categorized them. It synthesized scattered factors and explored the 

factors eliciting situational interest in various aspects considering the 

certain context as video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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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importance of teaching methods 

and designing the teaching materials to cause situational interest. Using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humor, ambiguity, novelty, relevance, and 

clarity and teaching methods such as storytelling, providing cases, and 

questioning is helpful to promote situational interest. 

  Finally, video directing was found as a factor eliciting situational 

interest, and it is useful when people produce video lectures. Angles of 

camera(close-up), scene change, faces of audiences, reaction of 

audiences will be applied without professional skill of editing and 

directing.     

Keywords: Video Lecture, Situational Interest, Factor,           

Multi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201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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