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용어의 정리
	가. 디지털자료
	나. 스팻(SPAT)포맷
	다. 기술통합(technology integration)


	II. 이론적 배경
	1. 매체 관련 이론
	가. 교육환경의 변화
	나. 교수-학습 매체로서 디지털 자료
	다. SPAT(Still Picture Audio Text) 포맷

	2 디지털 자료 제작에 따른 교육적 효과
	가. 디지털 자료 제작과 메타인지
	나. 디지털 자료 제작과 시각지능
	다. 디지털 자료 제작과 정의적 영역
	라. 기술통합교육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 연구 절차
	3. 연구도구
	가. 학습 자료로서 영문 텍스트
	나. 디지털 자료 제작도구로서 SPAT 포맷
	다. 인터뷰 질문지

	4. 자료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가.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전략의 활용
	나. 매체 시각지능의 활용
	다. 인터뷰 질문지

	2.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나. 부담감

	3. 기술통합 교육에 미치는 효과
	가. 분산인지
	나. 선택적 기술활용의 필요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0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리 6
    가. 디지털자료 6
    나. 스팻(SPAT)포맷 7
    다. 기술통합(technology integration) 7
II. 이론적 배경 8
  1. 매체 관련 이론 8
    가. 교육환경의 변화 8
    나. 교수-학습 매체로서 디지털 자료 9
    다. SPAT(Still Picture Audio Text) 포맷 10
  2 디지털 자료 제작에 따른 교육적 효과 12
    가. 디지털 자료 제작과 메타인지 12
    나. 디지털 자료 제작과 시각지능 13
    다. 디지털 자료 제작과 정의적 영역 17
    라. 기술통합교육 18
III. 연구방법 20
  1. 연구 참여자 20
  2. 연구 절차 22
  3. 연구도구 26
    가. 학습 자료로서 영문 텍스트 26
    나. 디지털 자료 제작도구로서 SPAT 포맷 28
    다. 인터뷰 질문지 31
  4. 자료 분석 방법 35
Ⅳ. 연구결과 37
  1. 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37
    가.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전략의 활용 37
    나. 매체 시각지능의 활용 46
    다. 인터뷰 질문지 36
  2.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57
    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57
    나. 부담감 60
  3. 기술통합 교육에 미치는 효과 62
    가. 분산인지 62
    나. 선택적 기술활용의 필요 65
Ⅴ. 논의 및 결론 67
참고문헌 74
Abstract 8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