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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하이퍼미디어 학습환경은 비순차적인 내용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구조에 따라 능동적으로 학
습하는 환경이다. 그러나, 방향감 상실, 인지적 과부하, 표층적 정보처리의 문제점으로 하이퍼미디어가
반드시 효과있는 학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습문제
풀이결과에 따라 학습경로를 통제하였다. 정해진 학습경로가 있다는 것은 구조화된 하이퍼미디어임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방법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연습문제 풀이를 통한 학습경로 통제방법
이 학습내용에 대한 심층적 정보처리를 촉진하여 학업수행의 과정 및 결과에 높은 성취를 보였다. 방
향감 상실, 인지적 과부하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하이퍼미디어의 위계화는 학습경로 통제방법을 적용
하였을 때 더욱 효과가 있었고, 학습자의 심층적 정보처리를 촉진하였다. 연습문제풀이 외 다른 학습경
로 통제방법을 도입하거나 다른 하이퍼미디어의 유형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하이퍼미디어, 방향감 상실, 인지적 과부하, 표층적 정보처리

I. 연구문제
하이퍼미디어(hypermedia)는 많은 양의 정보를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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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를 선택하고 탐색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학습환경이다. 하이퍼미디어가 새로운 학
습환경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학습원리상 인간의 지식 표현 방식과 같은 학습환경을 제
공하여 인간의 두뇌에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를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에
저장된 스키마(schem a) 안에서는 지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지식과 정보로 된 스키마는 의미론적 네트워크(sem antic
netw ork)라고 불리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배열되어 인간의 지식구조들을 표현한다(권성호,
2002).
김동식(2000)은 하이퍼미디어의 주된 지식 표현을 위한 방법은 노드(node)와 링크(link)라
고 할 수 있고,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계획에 따라 원하는 노드를 찾아서 학습한다고 한
다. 따라서, 하이퍼미디어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은 인간두뇌의 의미론적 네트워크를 따라서
인간두뇌에서 새로운 노드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노드들을 기존의 노드와 상호 관련지음으
로써 새로운 지식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노드와 노드사이의 연결은 링크로 이루어진다.
하이퍼미디어가 학습자의 인지과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
의 인지과정을 따라 하이퍼미디어의 노드와 노드 사이를 항해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순차적인 지식구조를 제공하지 않고 비
순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학습자는 스스로 의미있게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야 한
다. 하이퍼미디어는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적으로 학습자의 통제를 허용한다(유정경, 1992). 학습자 통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학습 통제권이 학습자에게 주어진 경우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효과있는 학습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학습자 통제의 하이퍼미디어 학습환경은 비계열적이고 역동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인 교수전달체제와 달리 매우 개방적이어서 학습자는 스스
로 학습의 계열을 구성하고 자신이 학습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의 구조를 독자
적으로 구성하는 비계열적 교수전달체제이다. 개인이 학습 전략을 계획하고, 모니터링
(m onitoring)하고, 반성하고, 규제하는 등의 활동을 요구하는 학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overload)와 방향감 상실(desorientation)을 하게 된다.
방향감을 상실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하이퍼미디어 내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
한 인식을 갖지 못하거나 학습진행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지 못하는 상태이며, 인지적
과부하는 인간의 작동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프로그램 통제 컴퓨터보조수업처럼 계열
적으로 조직되고 운용되는 학습환경과는 달리, 비계열적으로 조직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작동기억 용량 이상으로 정보처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김회수, 1994a)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 외에 고기정(1993)은 하이퍼미디어의 문제점으로 하이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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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학습환경에 멀티미디어(mu ltimedia) 환경의 특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하이퍼미디어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처럼 소리나 화상, 또는 동화상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학습자
들이 하이퍼미디어를 오락용 매체로 생각하면 진지한 자세로 학습에 임하지 않게 된다.
H amm ond (1992)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되면 심층적 정보처리보다 표층적
정보처리를 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문자이외에 소리, 애니메이션(animation),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는 학습자에게 단순한 동기유발
만 일어나게 되고, 지식의 내용보다는 흥미나 재미거리를 탐색하고, 결과적으로 지식의 구
조를 스스로 구성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회수, 1994b). 학습에
서는 심층적 정보처리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지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하이퍼미디
어를 오락용 매체로 생각하고, 개개인의 인지적 작용이 없이 수동적인 표층적 정보처리만
한다면 학습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는 여러 학자들에게 하이퍼미디어의 주된 문제점으로 인식
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 저작 측면에서 구조도, 하이퍼인덱스
(hyperindex), 그래픽 항해도구(graphic brow sers) 등과 같은 학습진행 항해보조도구를 포함
시키는 것이나 하이퍼미디어를 위계화하는 것을 주장한다(Rayn olds, et al, 1991 ; Jonassen,
1988 ; Jonassen & Wang, 1993). 또한, 학습자 측면에서 Balajthy(1990)와 Park(1992)은 학습자
의 사전지식 정도, 지식, 적성, 메타인지(metacognitive) 수준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하면, 저작 측면에서의 항해보조도구의 제공이나
하이퍼미디어의 위계화를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학습자의 능력에 따
라서 다른 종류의 하이퍼미디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항해보조도구를 제공하거나 하이퍼미디어를 위계화한다고 해도 학
습자가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학습내용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없이 노드들 사이를
이동한다면 하이퍼미디어의 학습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학습자가 목적없이 표층적 정보
처리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Hamm ond (1992)는 퀴즈(quiz), 상호작용을 요하는
시범 또는 문제해결 활동 등으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학습자가 해당
학습영역의 구조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거나 의미있는 지식을
구성하는 심층적 정보처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mm ond (1992)가 언급한 퀴즈 즉 연습문제 풀이방식으로 학습자의 적극
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 지식구조를 반영한 구조화된 하이퍼미디어 중 비교적 위계의 정도가 간단한 구조적 하이퍼미
디어(structured hypermedia)를 본 연구의 학습환경으로 결정하여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 연습문
제 풀이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노드-링크 하이퍼미디어(node-link hypermedia)는 노드와 내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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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위계적인 순서가 제시되지 않아서 학습자가 비구조화된 정보 속에서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학습자가 제공된 연습문제를 풀이하지 않거나 양이나 질적으로 부족
한 연습문제만 풀이한다면 학습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연습문제를 제
공할 것이 아니라 연습문제 풀이결과에 따라 학습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연습문제 풀이결과에 따라 다음 학습노드로의 링크가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통제하여 학습자가 순차적인 학습경로를 따라 학습하도록 프로그램 학습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용 프로그램은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의 계열화된 학습진행에 연습문제 풀이방식
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기본점수 이상을 획득하도록 한 후 다음의 학습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programming)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경로 통제는 학습내용의 모든 내
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한 필수적인 학습 계열에만 적용되고, 그 외의 학
습내용에서는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하다. 구조적 하이퍼미디어는 특정한 교과 내용의 성
격에 맞게 의도적으로 정보처리 방법을 어느 정도 조직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
느 정도 학습을 계열화하자는 주장이고, 본 연구용 프로그램은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의 어
느 정도 계열화된 경로에만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학습자 통제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프로그램 학습을 통하여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연습문제
풀이를 통한 학습경로 통제방법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학업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전체학습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내용학습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문제풀이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학습빈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방법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17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습문제 정오빈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 S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2개 학급을 무
선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학습경로 통제집단)과 통제집단(학습경로 비통제집단)에 각 1
학급씩 배정한다. 2학급 중 한 집단은 학습경로를 통제한 학습경로 통제 프로그램을, 다른
한 집단은 학습경로 비통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 처치를 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 중
실험 처지에 불참한 학생과 사후 지필검사에 불참한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대상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년도 2학기 학업 성적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업성적에 대한 비교는 전년도 2학기 전 교과의 성
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취도별로 점수(수:5, 우:4, 미:3, 양:2, 가:1)를 부여하여 5점 만점
으로 처리하였다. 두 집단이 동질적임을 확인하기 위한 t검증의 결과, 학업 성적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으므로(p >.05) 두 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집단별 학업 성적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2. 88

1. 07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3. 06

1. 07

자유도

t값

유의도

84

. 80

. 427

2. 실험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종류의 구조적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과 학업성취
도 평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매크로미디어(macromedia)사의 디렉터(director) 8.0으로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링고(lingo)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한글 윈도우 Me,
트루컬러(16비트) 환경에서 본 연구자가 집단 간의 차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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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이퍼미디어의 구조는 교과전문가에 의하여
결정된 학습의 계열에 따라 구조화되었으며, 개발된 두 개의 프로그램은 동일한 내용을 가
지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요한 학습단계에 관련된 링크의 기능을 다르게 설계하였
다. 학습경로 통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요한 링크를 연습문제 풀이결과에 따라 학습자
가 기준점수를 얻어야 링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학습경로 비통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습문제는 같이 제공하였지만 연습문제 풀이결과에 관계없이 링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등학교 가사과 단원 외국 음식 으로 프랑스, 중국, 일본 나라의 음
식의 종류와 먹는 순서 또는 상차림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6개의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경로 통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링크를 학습내용의 순서에 따라 통제하여 프랑
스-음식의 종류, 프랑스-먹는 순서, 중국-음식의 종류, 중국-먹는 순서, 일본-음식의 종류,
일본-상차림의 순서로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게 하였고, 반면 학습경로 비통제 프로그램
의 경우에는 6개의 학습내용의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링크가 되도록 하여 학습자가
마음대로 학습내용을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연습문제에서 측정할 수 없는 종합
적인 학업성취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교과전문가 2인이 공동으로 총 16개의 문
항으로 제작하였으며, 평가 문항은 각 단계에 대한 학습 내용만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연
습문제와 달리, 여러 나라 음식을 동시에 제시하는 종합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급 편성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선적으로 2개
학급을 선정하여 동질성검사를 한 후 한 학급은 학습경로 통제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급은 학습
경로 비통제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
(학습경로 통제방법-학습경로 비통제방법)이며, 종속변인은 학업수행(전체학습시간, 내용학습시간,
문제풀이시간, 학습빈도수, 연습문제 정오빈도수, 학업성취도 평가점수)이다.

4. 실험처치
본 연구의 실험처치를 위한 학습내용은 고등학교 가사과 외국음식 단원으로 모든 학생
들에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한 집단은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집단은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프로그램으로 실험처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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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에서 학습경로를 따라 링크를 통제하였
을 때 학업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종속변인인 학업수행을 판
단하는데 있어 전체학습시간, 내용학습시간, 문제풀이시간, 학습빈도수, 연습문제 정오빈도
수, 학업성취도 평가점수를 측정하였다.
전체학습시간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총 시간이고, 학습내용을 학습하는데
소비한 내용학습시간과 연습문제 풀이를 하는데 소비한 문제풀이시간으로 나누어진다. 시
간의 단위는 프로그램에서 디렉터의 시간단위인 틱(tick, 1/ 60초)으로 측정하였으나, 통계
처리할 때는 분 단위로 환산하였다. 학습빈도수는 학습자가 학습내용노드를 방문한 빈도
수로 방문할 때마다 빈도수가 1씩 증가하게 하였고, 연습문제 정오빈도수는 연습문제를 틀
리고 맞았을 때의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정답을 했을 때 1을 가산하고 오답을 했을 때는 1
을 감산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점수는 프로그램 학습 후 학습자에게 전체적인 학습내용
에 대한 지필검사의 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전체학습시간, 내용학습시간, 그리고 문제풀이시간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학습빈도수는 학습시간과 관련하여 학습노드에 얼마나
많이 접속하면서 학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또한, 연습문제 정오빈도수는 학습자가
동일한 기준점수까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행착오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학업성취도 평가점수는 여러 나라 음식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므로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업성취를 알려 준다.
학업성취도 평가점수를 제외한 변인들은 프로그램 학습 중에 메뉴의 버튼을 누를 때마
다 측정이 되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프로그램학습 후 별도의 수업시간에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된 변인들은 학습경로 통제집단과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평균치 차를 t검증으
로 분석하였다. 통계 도구로서 윈도우용 SPSS 8.0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처치 전에 두 집단
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 학업 성적에 대하여, 실험 처치 후에는 측정된 학업
수행의 모든 변인에 대하여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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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제방법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학습시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가 학습하
는데 소비된 전체학습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설 1>은 부정되었
다(p >.05).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와 학습경로 비통
제집단의 학습자가 모든 연습문제를 풀이하고 학습을 종료하는 전체학습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집단별 전체학습시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47. 42

8. 90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48. 61

11. 56

자유도

t값

유의도

84

. 55

. 582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학습시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가 학습내
용을 학습하는데 소비된 내용학습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가설 2>는
긍정되었다(p <.05).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학습
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학습내용을 학습하는데 더 긴 시간을 소비하였다. <가설
1>에서 전체학습시간이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습경로 비통제
집단의 학습자보다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전체학습시간 중 내용학습시간의 비율
이 더 높았다.

<표 3> 집단별 내용학습시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12. 06

4. 85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9. 03

6. 09

자유도

t값

유의도

84

2. 56*

. 012

<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학습시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등분산성 가정을 불충족(equ al variances not assumed)하여
Welch-Aspin 통계가 이용되었다. <표 4>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
가 연습문제를 풀이하는데 소비된 문제풀이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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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은 긍정되었다(p <.05).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
가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연습문제를 풀이하는데 더 짧은 시간을 소비하였
다. <가설 1>에서 전체학습시간이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습경
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전체학습시간 중 문제풀이시
간의 비율이 더 낮았다.

<표 4> 집단별 문제풀이시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35. 36

8. 08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39. 58

11. 14

자유도

t값

유의도

76

2. 01*

. 048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습빈도수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가 학습노드
에 접속한 횟수인 학습빈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가설 4>는 긍정되었
다(p <.01).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학습경로 비통
제집단의 학습자보다 학습노드를 더 많이 접속하였다. <가설 2>에서 내용학습시간이 학습
경로 비통제집단보다 학습경로 통제집단이 더 긴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습경로 통제
집단의 학습자가 학습노드에 더 많이 접속하였으며, 그 결과로 내용학습시간이 길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습내용 노드가 75개 노드인 것을 고려하면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
자는 80.09횟수로 한 개의 학습노드에 약 1회 접속을 하였고,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
는 131.88횟수로 한 개의 학습노드에 약 2회 접속하였다.

<표 5> 집단별 학습빈도수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131. 88

72. 88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80. 09

62. 33

자유도

t값

유의도

84

3. 54**

. 001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학습시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등분산성 가정을 불충족(equ al variances not assumed)하여
Welch-Aspin 통계가 이용되었다. <표 6>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가 연
습문제의 정답과 오답의 횟수를 계산한 연습문제 정오빈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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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가설 5>은 긍정되었다(p <.05).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
습자가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연습문제를 풀이하는데 더 적은 수의 오답을 하였다.
<가설 3>에서 문제풀이시간이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가 더 긴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이 학습경로 통제집단보다 많은 수의 오답을 하였으며, 따라서 더 많은 문
제를 풀이해야 하였으므로 문제풀이시간이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6> 집단별 연습문제 정오빈도수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66. 08

5. 26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61. 79

10. 06

자유도

t값

유의도

63

2. 48*

. 016

<가설 6>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점수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학습경로 통제방법의 유무
에 따라 지필검사의 학업성취도 평가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가설 6>
은 긍정되었다(p <.05).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학
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학업성취도 평가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점수가
높은 것은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내용학습시간이 긴 것과 학습빈도수가 높은 것과 관련하
여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학습내용에 더 심층
적 정보처리를 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7> 집단별 학업성취도 평가점수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경로 통제집단

43

85. 76

12. 45

학습경로 비통제집단

43

80. 81

10. 06

자유도

t값

유의도

84

2. 03*

. 046

IV .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연습문제풀이를 통한 학습경로 통제방법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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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습시간은 학습경로 통제
집단과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학습시간을
구성하는 내용학습시간과 문제풀이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경로 통제
집단의 내용학습시간이 학습경로 비통제집단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문제풀이시간
은 짧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빈도수와 연습문제 정오빈도수가 학습
경로 비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필검사의 학업성취도 평가점수에서 학습경
로 통제집단이 학습경로 비통제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체학습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내용학습시간과 문제풀이시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학습경로 통제집단과 학습경로 비통제집단간에 학습하는 방법의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경로 통제집단이 학습경로 비통제집단보다 동일한 전체학습시간
중 학습내용 노드에서 학습하는데 더 긴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반면에 연습문제를 풀이하
는데 더 짧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자들이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의 계열화된 학습경로를 따라서 학습내용에 심층적 정보처리를 하고, 그러한
학습의 결과로 연습문제 풀이과정에서 학습경로 비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더 적은 시행착
오를 하였고, 더 짧은 시간에 기준점수까지 풀이하였음을 의미한다.
내용학습시간과 문제풀이시간의 차이는 학습빈도수와 연습문제 정오빈도수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습빈도수가 높은 것은 학습내용에 빈번하게 접속한
것이며, 빈번한 접속 횟수가 내용학습시간이 길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연습문제 정오빈도수가 높은 것은 오답의 횟수가 적은 것으로 학습경로 비통
제집단보다 더 적은 수의 연습문제를 풀이하면서 기준점수까지 풀이한 것이고, 그러한 결
과로 문제풀이시간이 짧게 된 것이다.
두 집단간에 학습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학습시간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학습경로 통제방법이 전체 학습을 통하여 동일한 기준점수까지의 연습문제를 해결하
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의 연습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평
가로 두 집단의 학습한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필검사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프
로그램의 연습문제에서 제시할 수 없었던 여러 나라의 학습내용을 동시에 제시하는 종합
적인 문제가 포함되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학습경로 통제집단의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가 높았다. 전체학습시간은 차이가 없었지만 학습경로 통제집단이 학습노드에 접속한
학습빈도수가 높고 학습노드에 체류한 내용학습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학습경
로 통제집단의 학업성취가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학습경로 통제집단이 학습경로 비통제
집단보다 학습내용에 대하여 더 심층적 정보처리를 한 결과이며, 따라서 학습경로 통제집
단이 높은 학업성취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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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하이퍼미디어에서 연습문제 풀이를 통한 학습경로 통제방법이 학습내용에 대한
심층적 정보처리를 촉진하여 학업성취를 높이고, 연습문제 풀이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하이퍼미디어의 계열화된 학습의 경로를 따른 학습경
로 통제방법이 학업수행의 과정 및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학습자에게 구조적 하이퍼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계열화된 학습경로에 따라 하이퍼
미디어의 구조를 위계화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과부하와 방향감 상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제공된 하이퍼미디어의 구조를 따라 심층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표
층적 정보처리를 한다면 구조화된 하이퍼미디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학
습경로 통제방법은 학습자의 표층적 정보처리를 감소하고, 심층적 정보처리를 촉진하여
구조화된 하이퍼미디어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습문제 풀이결과에 따른 학습경로 통제방법을 설정하였다. 학습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적 하이퍼미디어 학습환경에서 적용되었다. 다른 하이퍼미디어의
유형에도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연습문제는 각 학습단계의 학습을 확인하는데 필요
한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여러 학습단계를 포괄하여 적용하는 문제를 제공하지 못
하였다. 학습단계에 따른 연습문제와 종합적인 연습문제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연습문제 풀이결과를 학습경로 통제방법에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들
이 학습내용을 학습하는 시간보다 학습경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습문제를 풀이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목표나 과제라는 외재적 동기에 적
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로써, 외재적 동기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유형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
요하다.
다섯째, 학습자들이 목표나 과제를 해결하는 외재적 동기에 치중한다면, 제공된 목표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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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 c t

The Effects of Methods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on Learning Performances in Structured Hypermedia
Kwo n, Sung -Ho *, J ung , Do ng -Soo n**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method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on learning performances in structured hypermedia.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the hypotheses were formulated as follows;
Hypotheses :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learning time, content
learning time, testing time, learning frequencies, true-false frequencies of solving quiz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ethods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To verify these hypotheses, 86 students were selected from 2 classes of a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 43
students of one class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situation given by program which applied
to method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and 43 students of another class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situation given by the program which applied to the method of non-controlling
learning cours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experiment,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wo types of Hypermedia Program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using
Director 8.0 authoring tool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est developed by two
high-school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hat the method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was more
effective than the method of non-controlling learning course. The methods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through solving quiz in structured hypermedia improved deep level
processing about learning content. Thus,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Structured
hypermedia which applied to the method of controlling learning course reduced such
problems as cognitive overloads, disorientation, surface level processing. Further studie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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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quired across different methods, different hypermedia, comprehensive quiz, the quality
of learning style, and learning through solving task and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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