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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모바일 학습에서는 분절적, 이동적, 개별적인 모바일 학습 상황과 모바

일 기기의 화면 크기 및 가시성을 고려하여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료가 연속적으로 제공되거나, 

용량이 크거나,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모바일 학습

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모바일 학습자료들의 주요 형태인 스트리밍 비디오 방

식은 모바일 학습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는 측면이 

있다. 스트리밍 비디오 방식은 모바일 학습의 분절적, 이동적, 개별적 특

성에 맞지 않으며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 가시성 측면에서도 적절하

지 않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모바일 학습에서 동영상 기반의 학습자료 대신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스팻(SPAT: Still Picture, Audio, Text) 방식의 

학습자료가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행되었다.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는 효과적으로 설계될 경우 정보를 보다 미

니멀하게, 분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팻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현재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팻 방식의 효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정교하고 포괄적인 모

형이나 원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시 교수설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1) 절차적 설계모형, 2) 설계원리 및 지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형 개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에 따라 우선 문

헌 연구와 경험적 자료수집을 통하여 1차적 설계모형과 원리를 구축하

였다. 그 뒤 전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하여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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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수정 및 보완되었다. 또한 설계모형과 원리를 토대로 모바일 학

습자료를 개발하여 실제 학습 현장에서 모형과 원리의 효과성을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단계들은 크게 1) 모바

일 스팻 활용목적 확인, 2) 학습 목표 및 내용 분석, 3) 학습자 및 모바

일 학습환경 분석, 4) 모듈 설계, 5) 단위내용 설계, 6) 화면 설계, 7) 모

바일 사용성 평가, 8) 실행 및 형성평가, 9) 총괄평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은 이들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설

명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스팻 자료의 설계원리로는 1) 전형 형성의 

원리, 2) 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3) 일관적 구성의 원리, 4) 소도입 제시

의 원리, 5) 소종결 제시의 원리, 6) 적절성의 원리, 7) 상호보완성의 원

리, 8) 최소단순성의 원리, 9) 분절성의 원리, 10) 행동 유도의 원리, 11) 

실재감 형성의 원리 등이 제안되었으며 각 원리들에 대한 하위 지침들도 

개발, 제안되었다. 또 교수설계 및 학습 측면에서 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가능성, 스팻 설계의 

개념 모형인 무한궤도 모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기존의 스트리밍 비디오 방식 위주인 모바일 학습자료를 스

팻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서 개발된 모형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모바일 상황에서의 교수-학습

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실용적

으로는 보다 질 높은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과정을 지원하고, 이론적

으로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SPAT, 교수설계모형, 교수설계원리, 모바일 학습, 학습자료, 정지

이미지·오디오·텍스트의 통합

학  번: 2010-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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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과 타블렛(Tablet) 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대중화되면

서 모바일 학습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모바일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즉시적으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스스로 휴대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별적으로 학습 목표·내

용·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의 학습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화된 학습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모바일 학습이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 중에서도 특히 스트리밍 비디오 

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박영숙, 글렌, 고든, 2009). 

일예로 묵스(MOOCs), 테드(TED) 등의 모바일 콘텐츠들은 교수자가 강의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비디오 강의 기반의 모바일 콘텐츠들

은 교수자의 실제 강의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직접 

강의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회적 실재감을 갖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이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임철일 외, 2013; Cho, Yim, & Paik, 2015; Hrastinsky, 2008; 

Lombard & Ditton, 1997).  

  그러나 모바일 학습이 주로 휘도가 높은 작은 크기의 화면에서, 이동 

중에,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

안할 때, 비디오 방식의 강의는 다음과 같은 학습적 측면의 문제점을 가

질 수 있다. 

  먼저, 학습 내용이나 도구의 속성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

으로 비디오 강의는 세세하고 풍부한 시각적 정보가 연속적으로 분절 없

이 제시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의 인지 과부하, 깊이 있게 학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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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 사고하면서 학습할 여유의 부족, 능동적 사고와 주도적인 학

습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학습자는 동영상이 

제공하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다 기억하거나 소화하기 쉽지 않고, 능

동적으로 내용에 대해 숙고하면서 학습할 여유가 적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이해 정도에 맞게 학습의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우며, 자신의 

소재 정보 파악, 원하는 부분으로의 이동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Betrancourt, 2005; Hegarty & Kriz, 2008; Lin & Dwyer, 2010; 

Lowe & Schnotz, 2008; Tversky et al., 2002; Zacks, Tversky, & Iyer, 

2001). 

  다음으로, 기술상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물론 오늘날은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어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었고 여러 오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비디오 강의는 다운로

드 방식일 경우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하는 시간과 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며, 스트리밍 방식일 경우에는 재생 시 파일이 

끊기거나 오류가 나는 등의 문제, 전용 서버가 필요하며 운영비가 많이 

드는 등의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 기반의 

자료들은 내용이 분절적이지 않으며 연속적인 하나의 덩어리와 같기 때

문에, 포함된 내용들을 각각 메타데이터로 처리하기가 보다 어려운 경향

이 있다. 즉 학습자료 내의 일부 내용들을 검색, 재조합, 공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지식 라이브러리나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축

적적 지식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모바일 학습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디오 강의 방

식만을 제공하기보다는, 학습의 유형이나 수준,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

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박성익 외, 2012). 매체 풍부성 이론(Daft & 

Lengel, 1986; Daft, Lengel, & Trevino, 1987)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진보

된 매체라고 해서 그것이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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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전달 내용에 적합한 수준과 유형의 매체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최수정, 강경준, 고일상, 2007; Daft & Lengel, 

1986; Daft et al., 1987). 즉 매체마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량과 정보의 종류가 다르므로, 어떠한 수준과 유형의 정보를 전달하느냐

에 따라 그에 최적인 매체를 선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매체 이론의 논지는 특정 맥락에 적합한 기술은 첨단의 기술이 아니

라 해당 맥락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기술이라는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홍

성욱, 2011). 

  Rha(2015, 2016)는 모바일 학습에서 스트리밍 비디오가 갖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근 스팻 방식을 새로운 

매체 형태로 제안한 바 있다(박유진 외, 2016).1) 스팻이란 정지이미지

(Still Picture), 오디오(Audio), 텍스트(Text)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약

어로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양식의 정보를 디지털적

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교수와 학습의 매체 형태이자 자료 제공 형식, 

혹은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통합된 정보단위를 지칭한다(Rha, 

2015). 이러한 스팻 방식은 기존의 스트리밍 비디오 방식보다 최첨단의 

기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바일 학습에 더욱 적합한 교수와 학

습의 매체 형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스팻 방식은 문자성과 구술성의 결합, 시간의 재구성, 하이퍼텍스트의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스팻 방식은 문자성과 구

술성이 결합된다는 고유한 상징체계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스팻 기반

의 학습자료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내용이 제공된

1) ‘스팻(SPAT)’ 이라는 용어는 서울대학교 나일주 교수에 의해 제안되었고 현

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들은 ‘gglearn study’, ‘SNUsmarton’등의 앱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자료

형식, 정보단위, 혹은 교수학습매체를 ‘스팻’, 스팻 방식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학

습자료를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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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공간의존적, 시각지배적이며, 문자화된 지식으로서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오디오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순차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시간의존적, 청각지배적이며 구술적인 

지식으로서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다(이혜정, 홍영일, 2011). 따라

서 학습자들은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를 통해 문자성, 구술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방식으로 학습함으로써 논리적, 추상적, 탈맥락적인 지식과 유

연하며, 구체적이며, 감정이입적인 지식을 동시에 제공받게 됨으로써 보

다 다각적인 사고와 학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스팻 방식은 학습자료의 시간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간에 의존적인 오디오 자료를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공

간적 자료에 결속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오디오의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순차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학습의 순서를 재구

성하고 편리하게 앞뒤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스팻 방식은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지식 라이브러

리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축적적 지식, 효율적인 자원(resource)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스팻 방식의 자료는 분절된 화면들

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로 처리되기 용이하다. 따라서 이러

한 방식의 자료가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될 경우, 교수자나 학습

자 모두 손쉽게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내

용만을 검색, 선별, 조합, 공유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시

스템, 혹은 지식 라이브러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진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학습 내용의 유형이

나 성격, 학습자 수준 등에 따라 비디오 강의 혹은 동영상 강의 보다 학

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glin, Vaez, & 

Cunningham, 2004).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 수준, 학습 내용의 유

형 등에 따라 비디오 방식 혹은 스팻 방식이 각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Kalyuga 외(2003), Ollerenshaw, Aidman, 그리고 

Kidd(1997)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대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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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애니메이션보다 정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정지이미지가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선택적으로 학습 속도를 조절해가며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의 순서 역시 본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Clark, Ayres, & Sweller, 2005; van Gog et al., 

2005). 반면 초보 학습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

는 방식보다 교수자가 설계한 동영상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에 따

라 학습하는 것이 내용의 이해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초보 수준의 학습자는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교수설계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

단한 방식대로 설계된 내용의 흐름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내용 이해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변현정(2011)의 연구에 따르면 변

화하는 형태나 절차에 관련된 학습의 경우에는 초보 학습자일수록 오히

려 일련의 정지이미지와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연속적으로 애니메이션

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지이미지와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변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 속도에 맞게 

숙고하며 학습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Kalyuga, 2007; Schnotz & Rasch, 2005). 또한 이렇게 변화나 절

차에 관한 학습일 경우에도 세세한 구조나 미묘한 움직임이 중요한 학습 

내용일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방식이 정지이미지 방식보다 효과적임을 보

고하는 연구들도 있다(Lin & Dwyer, 2010).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가 학습 및 기술 측면에서 갖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습의 측면에서는 콘텐츠가 분절되어 제공되

기 때문에 동영상과는 달리 학습자에게 보다 적응적인 학습, 맞춤형 학

습할 수 있다(ADL, 2009).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보다 용이하

게 네비게이션 하면서 선택적, 반복적으로, 혹은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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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수 있다. 또한 각 화면의 분절마다 학습 내용에 대해 보다 깊이 사

고할 여유를 가지게 되는 등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보다 통제력

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과도한 

자극 정보가 줄어들게 되므로 학습 과정에서의 외재적 부하를 줄이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미지와 오디오에 덧붙여 텍스트를 첨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디오 자료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학습환경 구성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유진 외, 2016; Rha, 2015).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스팻 방식은 파일 크기가 비디오보다 작기 때

문에 파일의 재생, 휴대가 쉽고, 별도의 서버가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다. 또한 이동 중에 일어나는 분절적인 과정으로서의 학습

에 보다 적합한 형식의 콘텐츠가 되며,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가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 학습에서 스팻 기반의 자료 제시가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미비한 듯 보인다. 즉 스팻 방식의 학습 효과는 널

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교수설계자들 또한 이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절차적 모형이나 설계원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

다. 물론 기존 교수설계에서도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방식에 

대한 설계가 멀티미디어 학습 연구, 전자책 관련 연구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Mayer(2011) 등을 비롯한 학자들의 기존 멀티미디어 학습 관련 연

구들은 미시적으로 한 화면의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파편적인 설

계원리들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러한 원리들은 포괄성 및 정교성 측면이 

결여되어 있으며 결국 학습자료의 설계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책(e-book) 관련 연구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오디오, 비디오적 요소를 통합한 

학습자료 설계를 다루고 있다(한상진,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PC 

기반의 이러닝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크기, 파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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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성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안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 또한 기존의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모형과 원리,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설계원리들도 모바일 학습 환경, 정지이미

지, 오디오, 텍스트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를 절차적으로 안

내하기에는 포괄성, 정교성,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면 

설계원리뿐 아니라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요소의 설

계 및 개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학습자료로서의 통합, 모바일 기기상

에 구현하는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교하며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안내하는 절차적 모

형과 원리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또한 그 모형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와 모바일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적, 외적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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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과 원리는 무엇인가?

  1-1.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절차적 설계모형은 무엇인가?

  1-2.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1-3.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설계지침은 무엇인가?

2. 개발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2-1.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이 교수설계의 실제에 미치  

     는 효과는 어떠한가?

  2-2.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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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을 검증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체계적으로 안내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설계모형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

지심리학, 모바일 학습, 매체, 정지이미지·오디오·텍스트 설계, 스팻 방식

의 특성 및 설계 등에 대한 문헌 연구 뿐 아니라, 교수설계자와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자료수집, 전문가 타당화, 사용성 평가,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하여 설계모형을 개발 및 수정·보완함으로써 실천적 측면에

서 유용한 설계모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스팻 기반 이러닝 설계에 실제적인 지침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였

지만, 도출된 설계모형은 모바일 학습 환경과 유사한 특성들을 상당 부

분 공유하고 있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교수와 학습자료 설계에도 직·간접

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모바일 학습 및 이러닝에서의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 설계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이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는 포괄성, 정교성, 체계성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는 교수와 학습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스팻 설계에 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지식을 저장하는 새로운 형태로서 스팻 방식의 잠재

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존의 시청각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

체 형태로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인간 지성은 문자성보다

는 구술성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영숙 외, 2010). 구술성은 문

자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에 기여할 



- 10 -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혜정, 홍영일, 2011). 스팻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여 지식을 문자적으로 뿐 아니

라 상당 부분 구술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동영상 기반의 교수학

습 자료들보다 지식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매체적 특성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스팻 방식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시청각매체와는 또

다른 형태로서 교수와 학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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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1)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

  모바일 학습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이동과 휴대가 가능한 전자

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에는 PDA, 노트북 

등의 기기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모바일 학습 환경은 이동

과 휴대가 간편한 핸드헬드(handheld)형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터치 기

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학습’으로 제한한다. 

2) 정지이미지(still picture)

  정지이미지란 구체적 혹은 추상적 대상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그려지거나 촬영되거나,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볼 수 있게 재현된 그

림, 사진, 그래픽, 이미지화된 텍스트 등의 정적인 비주얼을 말한다. 또한 

정지이미지는 그 목적에 따라 사실적 성격, 비유적 성격, 혹은 논리적 성

격 등을 가질 수 있다(Knowlton, 1966). 이러한 정지이미지는 언어와 같

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표상 체계로서 언

어와 함께 기억과 학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sslyn, 1994).

3) 오디오(audio)

  오디오는 일반적으로 ‘전송된 신호 중 인간의 청각 기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음의 파장’, ‘청각 신호의 녹음’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교수와 

학습에 주로 쓰이는 오디오 요소는 강의, 음악, 소리 효과 등이 될 수 있

다.

4) 텍스트(text)

  텍스트란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자가 언어사용 전략에 따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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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로 만든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의미단위를 말한다(김세리, 2006). 언

어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문장이나 언어 측면을 중심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과 학습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생산자의 의도

와 학습자의 행위까지 고려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텍스트란 

교수와 학습 상황에서의 텍스트로서 ‘교수자 혹은 글쓴이의 의도가 각 

교수와 학습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작성된 결속력 있는 언어

의 집합체로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언어적 단위’로 볼 수 있으며, 전

자 텍스트로 한정한다.

5) 스팻(SPAT)

  스팻(SPAT)은 Rha(2015)에 의해 제안된 하나의 정보단위로서, 정지이

미지(Still Picture), 오디오(Audio), 텍스트(Text)의 영문 앞자를 딴 합성어

이다. 또한 스팻은 그러한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디지털적으로 

통합하여 화면 단위로 제공하는 교수학습 매체의 형태이자 자료 제공 형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하나의 정보단위로서 디지털적으로 통합하여 한 장면으로 제공하게 되

며, 이러한 장면들이 복수로 이어짐으로써 학습자료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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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문헌 고찰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 것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모형이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문헌 고찰의 목적은 인지심리학, 

모바일 학습, 매체, 정지이미지·오디오·텍스트 설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

는 것이었다. 인지심리학 관련 연구, 모바일 학습 관련 연구, 매체 관련 

연구, 정지이미지·오디오·텍스트 설계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새

로운 방식의 시청각 매체 형태로서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스팻 방식이 

갖는 인지심리학 및 매체적 특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스팻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탐색한 이론적 기반은 다음의 분야들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인지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이다. 정보처리이론, 이중부호화이

론, 인지부하이론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와 같은 

다중 양식의 제시가 학습자 내부의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다중 양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모바일 학습의 개념과 특성, 설계

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스팻 기반 모바일 학

습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매체의 개념과 속성, 시청각 

매체의 역사적 발달 과정, 교수와 학습에서 시청각 매체에 관한 연구들

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은 새로운 시청각 매체로서 스팻이 갖는 속

성과 교수와 학습에서의 잠재력 및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제공하였다. 

넷째,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설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으로 이상의 이론적 탐구를 통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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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심리학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정보처리이론, 이중 부호화 이론, 인지부하이론을 살펴봄

으로써 정보의 지각과 부호화, 기억 및 인출이 일어나는 기제, 다중 양식

의 정보 제시의 효과성과 정보 처리 과정, 인지 부하가 발생하는 기제와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찰함으로써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정보처리이론

  정보처리이론은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고 저장되며 기억으로부터 인출

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보처리이론가들은 인간을 컴퓨터와 

같은 복합적인 기계로 보고, 인간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과정과 기

제를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에 비유한다. 즉 이들은 인간의 학습을 외부

로부터의 정보(자극)을 획득하여 저장하는 과정,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뇌라는 저장고에 보관하는 과정으

로 설명한다(Zhu & Grabowski, 2005).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감각 등록 단계, 단기 기억 단계, 장기 기억 

단계를 거치며 일어난다[그림II-1 참조]. 감각 등록기는 학습자가 외부의 

정보를 감각수용기관을 통해 최초로 저장하는 곳이며, 투입되는 정보 중 

일부가 ‘선택적 지각’을 통해 단기 기억에 저장된다(Gagne & Driscol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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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1] 정보 처리의 과정 (Atkinson & Shiffrin, 1968)

  단기 기억은 작동 기억이라고도 불리며 5-9개의 정보가 약 20초간 저

장될 수 있는 곳이며, 간단한 암산과 같은 정신 작용이 일어난다

(Atkinson & Shiffrin, 1971; Miller, 1956). 또한 단기 기억은 정보들은 저

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 기억에 지속되는 시간

이 짧다. 일정 정보가 단기기억에 저장된다 할지라도, 새롭게 들어오는 

다른 정보들의 방해를 받거나, 혹은 방해 없이도 정보들이 자연적으로 

유실되기 때문이다(Lee, 2012; Waugh & Norman, 1965). 

  단기 기억의 정보는 새로운 정보에 의식적 주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혹은 그러한 의식적 활동 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부호화, 기억을 확립하

고 공고하게 하는 응고화, 위계, 도식, 망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에 

걸쳐 기억을 파지하는 저장을 거쳐 필요 시 인출되며, 특히 부호화 과정

에서 적절한 신호(cue)가 제공될수록 인출은 더 잘 일어난다(Driscoll, 

2005; Feist & Rosenbergh, 2012). 

  이러한 정보처리이론은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 시, 내용이 전환되거나 주

요한 내용이 제시될 시에는 학습자의 효과적인 주의 집중과 부호화, 기

억을 위해 신호를 제공하고 강조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유도함으로써 학

습자가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또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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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조직 구조를 제시해줌으로써 학습자들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내용의 경우 시각적으로 도식화 및 

구조화하여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중 부호화 이론

  Paivio의 이중 부호화 이론은 인간의 인지 안에 두 개의 분리된 하위 

정보처리체계로서 시각적(비언어적) 지식을 처리하는 시각 체계, 언어적 

지식을 처리하는 언어 체계가 있다고 본다. Paivio(1971, 1986, 2013)에 

따르면, 이 두 체계는 구조적, 기능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정보의 부

호화, 저장, 조직화, 인출 과정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두 체계를 

통해 들어온 각각의 정보는 병렬적으로 처리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표상을 독립적 혹은 협력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두 체계의 정보처리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Paivio(1986)

는 표상적 처리, 참조적 처리, 연합적 처리라는 세 유형의 정보 처리 과

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상적 처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언어적 자극을 언

어 체계에 연결시키고, 시각적 자극을 시각 체계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

한다. 다시 말해, 언어 정보는 언어 체계를 활성화시켜 처리되고, 시각 

정보는 시각 체계를 활성화시켜 처리되는 병렬적인 과정인 것이다. 참조

적 처리는 이 두 체계 간에 연결이 일어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

다. 즉 어떤 그림을 보고 특정 단어를 떠올리거나, 특정 단어를 보고 어

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같이 한 체계가 다른 체계를 활성화 시키

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연합적 처리는 한 체계 내에서, 즉 시각 체

계 내에서 시각 정보 간의 연결이 일어나고, 언어 체계 내에서의 언어 

정보 간의 연결이 일어나는 독립적인 처리를 말한다(Paivio, 1986; 

Rieber, 1996)[그림II-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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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2] 이중 부호화 이론(Paivio, 1971; Lee, 2012)

  이중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정보가 시각적, 언어적 방식으로 함께 제

시될 때, 학습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그림자료와 나

레이션, 텍스트를 함께 제공받을 경우 학습자는 그림자료를 통해 나레이

션이나 텍스트를 떠올릴 수 있고, 다른 그림자료를 떠올릴 수도 있으며, 

나레이션, 텍스트 자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다른 자료의 내용을 떠올

릴 수 있다. 즉 다양한 양식 체계로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가 이중 부호

화되어 있으면 학습자가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갖게 되고, 

결국 지식 인출의 기회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Zhu & Grabowski, 

2006). 

  Mayer(2011)는 정보처리 이론과 이중부호화 이론을 통합하여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 학습에서의 인지 과정을 [그림 II-3]과 같이 모형화 

하였다. 이들은 이미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양식이 활용되는 

학습에서 학습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다섯 유형의 지식 표상 양식과 지

식 표상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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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3]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 학습의 정보처리과정(Mayer, 2011)

  그림에 나타나듯 학습자에게는 ‘물리적 표상’으로서 말 혹은 이미지가 

제시되면, 그러한 말이나 이미지는 학습자의 청각 기관이나 시각 기관에 

‘감각적 표상’으로 수용된다. 말에서 시각기관으로 전해지는 정보는 인쇄

된 말, 모니터에 보이는 텍스트 등일 것이며, 말에서 청각기관으로 전해

지는 정보는 나레이션과 같은 음성일 것이다. 또한 이미지에서 시각기관

으로 가는 정보는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 등의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정보가 감각 등록기에 전해진 뒤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지각한 말과 이미

지는 그 뒤 ‘얕은 수준의 작동 기억 표상’으로서 받아들여지며, 그 후 이

러한 표상들은 조직화 과정을 거쳐 언어 혹은 비언어 모형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깊은 수준의 작동 기억 표상’으로 불린다. 그 뒤 ‘사전 지식’

과 같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 ‘장기기억 표상’이다. 궁극적으로 언

어 모형과 시각 모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전 지식이 통합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상의 이중 부호화 이론과 Mayer(2011)의 모형은 다양한 감각 양식

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스팻 기반 학습자료가 학습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감각 양식의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그러한 서로 다른 감각 양식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통합될 경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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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정보를 언어적, 시각적으로 병렬적으로 부호화하는 것을 촉진함

으로써  결국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3) 인지부하이론

  인지부하이론은 인간의 인지적 학습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인 교수와 학습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보편적 학습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론이다(Clark, Nguyen, & Sweller, 2006). 즉 인지부하이론은 인

간의 인지적 학습 과정에 관여하고 그 과정을 조정함으로써 낭비되는 정

신적 자원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정신 자원으로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인지부하 이론가들에 따르면 학습 과

정에서는 보통 내재적 부하(intrinsic load), 적절한 부하(germane load), 

외재적 부하(extrinsic load)의  세 종류의 인지 부하가 발생한다. 먼저 내

재적 부하는 학습 내용의 복잡도에 의해 부과되는 부하로 학습내용 자체

에 내재되어 있다. 학습 내용을 청킹하여 분절적으로, 순서대로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내용의 복잡도를 낮춰주고 내재적 부하를 관리할 수 있다. 

적절한 부하는 교수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내용들의 다양성에 의해 부

과는 부하로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부하이다. 따라서 이

러한 적절한 부하는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하로서, 최대화

될수록 학습이 증진된다. 마지막으로 외재적 부하는 학습 내용이나 목표

와는 무관히 발생하는 부하로서, 필요 이상의 정보 자극으로 인해 한정

된 정신 자원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절한 인지 부하를 사용

할 수 있는 정신 용량을 감소시킨다. 

  인지부하이론가들은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부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내재적 부하를 관리하고, 외재적 부하를 줄여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습 내용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분절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외재적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시 양식을 조화롭고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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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의미
양식 중복제공의 원리 비주얼자료를 텍스트보다는 오디오와 제공

분할의 원리
학습자가 내용을 조직화 및 통합화 할 수 있는 시
간과 기억 용량 고려하여 내용을 청킹하여 분절적
으로 제공

순서화의 원리
분절적 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요소들을 미
리 제시, 심화 내용을 후에 제시하는 순서화

응집의 원리 내용과 관련 낮은 그림, 글, 소리나 음악은 제거
강조의 원리 정보량 많은 경우 중요 부분 강조 제시

공간적 인접의 원리
비주얼과 텍스트 제시시, 비주얼에 근접하여 텍스
트 제시

텍스트 축약의 원리
비주얼과 나레이션으로 내용 이해가 충분할 경우 
텍스트 생략

시간적 인접의 원리 
비주얼자료와 오디오를 함께 제공할 경우 비주얼
과 오디오를 동시적으로 제공

멀티미디어의 원리
텍스트 정보만 제공하기보다 관련 있는 그림을 함
께 제공

개별화의 원리 문어체 보다는 대화체를 제공
목소리의 원리 기계음 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제공
이미지의 원리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항상 제공될 필요는 없음

로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 분산을 막고, 학습자의 기억 체계 안에

서 처리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Mayer를 비롯한 인지부하 이론가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

지의 많은 실험 연구들을 통해 인지 부하를 줄이는 원리들을 탐구하였으

며, 그러한 연구를 집대성하여 Mayer(2001, 2009, 2010)는 다양한 제시 

양식을 활용한 학습에서 인지부하를 줄이기 위한 설계원리들을 <표 

II-1>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상의 원리들은 다양한 감각 양식이 통합된 

매체를 활용한 교수와 학습 콘텐츠 설계에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인지부하이론가들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의 통합적 제시는 내재적 부하를 관리하고, 외재적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설계원리

(Mayer, 2011, p.66, 68, 70에서 발췌)



- 21 -

  인지부하이론 및 Mayer(2011)의 설계원리는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

에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 촉진될 수 있

도록 다중 양식의 정보를 제시해 주고, 내용을 분절적·분할적으로 제공해

야 한다. 또한 외재적 부하의 감소를 위하여 내용과 관련이 낮거나 중복

되어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제거하고, 정보량이 많은 경우 주요 부분

을 강조하며, 관련성에 기반하여 다중 양식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인접

하게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처리의 지원을 위해서 다중 양

식의 정보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모바일 학습 관련 연구

1) 모바일 학습의 개념과 특성

  오늘날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무선 기술의 확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동 전화와 휴대용 컴퓨터의 구분이 허

물어지면서 이들이 통합된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한 무선 노트북, 태블릿 PC를 비롯한 각종 휴대용 전자 기기들 역시 무

선과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제 이동전자 기기와 일상생활 

도구 사이의 구분은 흐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것은 크게 모바일 컴퓨팅 환

경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두 기술적 요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 컴퓨팅이란 무선 이동통신과 PDA,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정보 교환, 수

집, 검색, 정리, 저장을 하는 기술을 말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컴퓨팅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2) (이인숙 외, 2006). 

2) 예를 들어 컴퓨터들이 현실 공간 전반에 편재되고, 이들 사이는 유무선 통신

망을 통해 이음새없이 연결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환경이다(이인숙 외, 2006).



- 22 -

이 두 컴퓨팅 기술은 모바일 환경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 유

비쿼터스 컴퓨팅의 일상화는 곧 모바일 기기의 편재성, 자율성, 상시성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일상화되었다는 것

은 모바일 기기 내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컴퓨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이 내장되며, 모바일 컴퓨팅 기기들이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을 사람의 간섭 없이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며, 모바일 기기들

이 언제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가 희망하는 기기나 정보, 사람에게 

바로 연결되고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컴퓨팅 환경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교수와 학습에 있어

서도 모바일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즉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컴

퓨팅 기술이 기존에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던 이러닝에 접

목됨으로써 모바일 학습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김태현, 2012; 박영

숙 외, 2009; McCrea, 2010). 이러닝이 ‘디지털화된 전자도구와 매체가 

지원하는 학습’이라면 모바일 학습은 ‘모바일 기기와 무선 전송을 사용하

는 이러닝의 특수한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Milard, 2003). 모바일 학습에 

대해 이인숙(2005)은 ‘모바일 무선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이

동성과 유목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바일 학습은 다양한 활용 양태와 주안

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으나 모바일 학습을 ‘휴대 가능

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Hoppe et al., 2003; Kossen, 2001; Kukulska-Hulme et al., 2009). 즉 모

바일 학습은 기존의 이러닝의 장점을 포함하고 여기에 ‘이동성’과 ‘무선

기능’의 특징을 강조하여 보다 진화된 이러닝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개

념화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자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볼 수 있다(황재훈, 김동현, 2005).

  Koole(2009)은 모바일 학습을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 인간

의 학습 역량(human learning capacit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융합으로 인한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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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The FRAME model’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II-5 참조]. 벤 다이어

그램의 원들을 통해 그는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바일 학습은 기기 측면

(device aspect), 학습자 측면(learner aspect), 사회적 측면(social aspect)

으로 구성되며 학습자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교집합을 상호작용 학습

(interaction learning), 학습자 측면과 기기 측면의 교집합을 기기의 사용

성(device usability), 사회적 측면과 기기적 측면의 교집합을 사회적 기술

(social technology)로 보았으며 모든 요소들이 만나는 교집합을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정보 맥락

(information context)이 존재한다.

            

[그림 II-4] The FRAME model (Koole, 2009)

  모바일 학습 상황에서는 교수와 학습 모두가 기존의 수업 상황을 벗어

나게 된다. 모바일 환경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연성과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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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교

수자들은 같은 내용의 강의를 면대면 수업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짐으

로써 학습 전략의 개발, 학습과 관련된 문제의 진단, 모니터링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자들이 직면한 학습에 대하여 

가이드나 코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기기, 유비

쿼터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함께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

로써, 언제 어디서나 개인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간에 즉시적 혹은 계

획된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가능해짐으로써 콘텐츠의 전달과 학습이 학습

자나 교수자의 위치와 시간에 무관하게 가능해졌다(이인숙 외, 2006). 이

러한 휴대성, 접근의 용이성, 자율적인 학습의 촉진 외에도 모바일 학습

환경은 학습활동에 컴퓨터 기능의 손쉬운 통합, 자율적인 학습의 촉진, 

학습자의 동기 유발, 학습자 협력과 의사소통의 촉진, 탐구기반의 교수활

동 지원 등의 다양한 장점들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oschelle, 2003).

  모바일 학습은 분명 기존의 이러닝과는 뚜렷하게 다르게 갖는 고유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학습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측면들을 교수와 학습의 시각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하는 

기술들은 분명 교수와 학습에서도 지식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편리성

과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잠재력

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특징의 장점을 교수와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이다(임철일 

외, 2012). 모바일 학습은 기술 요인, 기기 요인,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측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김태현, 2012; 이인숙 외, 2006). 

  먼저 모바일 학습은 상이한 위치에서 상이한 기술과 기기를 통해 학습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힘없는 이동성이 필수적이며, 호환성, 접근성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Syvanen, Pehkonen, & 

Turunen, 2004). 이러한 이동성, 호환성, 접근성이 수월하게 가능하기 위

해서는 교수와 학습의 콘텐츠의 용량이 크지 않아야 하며, 다운로드 간

편하고, 여러 기기에 호환 가능한 디지털 형식을 띄며, 콘텐츠 재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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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거나 오류가나지 않는 형태로 교수와 학습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모바일 학습은 모바일 기기라는 형태 요인으로 인해서도 제약을 받는

다(Stone, 2004). 모바일 기기는 PC에 비해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

요한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화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작은 화면

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제시될 경우, 가독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현, 2012).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은 기술과 기기적 제한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

으로, 모바일 학습환경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학습 효과성을 말한다. 즉 

특정 교수와 학습의 자료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제로 학습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가이다(이인숙 외, 2006). 모바일 학습환경 설계 시 모바일

을 통해 제공되기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의 교수와 학습자료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모바일 학습은 작은 화면에서 ‘이동 중(on-the-go)’에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는 종종 예상외의 환경적 방해에 부

딪히게 되며, 이 때 주의가 쉽게 분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분절’의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Regan, 2000). 이동 중

에 작은 화면으로 하는 모바일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보다는 분절적인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분

절된 과정(fragmented process)으로서의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

을 것이다(Regan, 2000; Syvanen et al., 2004).  뿐만 아니라 모바일 학

습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통신기기의 융합으로 인해 모바일 단말기 

하나가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닝에서는 보다 

많은 텍스트나 그림 기반의 교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모바일 학습

에서는 음성, 그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 교수 방법

이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로서의 모바일 기기에서는 같은 내용의 

지식과 정보라 할지라도 멀티미디어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새로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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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습자들은 새롭게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며,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이인숙 외, 2006).

  마지막으로 모바일 학습을 특징짓는 것 중 학습객체 콘텐츠 자체일 것

이다. 학습객체란 다중적 교수맥락을 가지고 사전에 이미 재사용을 염두

에 두고 있는 학습 콘텐츠의 독립적이고 스스로 동작 가능한 단위를 말

한다(Polsani, 2003). 이러닝에 사용되는 콘텐츠가 그렇듯이 모바일 학습

의 교수와 학습자료들도 다른 교수자나 학습자가 그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모바일 학습

의 개개의 교수와 학습자료들은 일종의 그 자체로 하나의 ‘Stand-alone’

의 미니강좌로서 개발되어도, 그것들이 메타데이터로서 조직적, 위계적으

로 연계될 경우 궁극적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Darby, 2002). 

2)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의 정보 설계

  모바일 기기는 항상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특징으

로 인해 기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스크린의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학습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독성이 낮고, 

스크린상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제한적이며, 정보가 선형적으로 제시되며

(sequential representation), 이동 중에 사용할 확률이 높고, 입력장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정미영, 2005; 정애경, 2008; Kukulska-Hulme et 

al., 2009). 

  따라서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정보를 설계할 때에는 이러닝 환경에서

의 교수설계원리와 전략을 고려할 뿐 아니라, 모바일 학습 환경의 특징

적 측면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화면에서 정

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동성이라는 모바일 기기의 

특징에 부합하는 학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 학습 설계는 정보 설계 측면에서는 작은 스크린이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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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을 염두하여 핵심 내용만을 요약하여 가독성을 갖춘 텍스트를 제공

하여야 하며, 그래픽 요소는 풍경식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하며, 아닌 핵

심 부분만을 절제하여 사용하고, 정보를 큰 덩어리로 제시하기 보다는 

핵심 부분 위주의 분절적 덩어리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들(김태현, 2012; 박기홍, 2004; 우홍욱, 서유진; 

2010; 이수정, 2003)에 따르면 네비게이션 측면에서는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사리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앞뒤로 찾아가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층구조로 설계하고 네비게이션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것도 추가적인 설계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학습 

목표나 내용의 선정이 모바일로 구현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수업

의 환경(예: 온라인, 오프라인, 혹은 블렌디드 방식)과 수업에서 활용할 

기술의 수준, 수업 도구 등에 대한 분석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학습환경에서 정보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들에 대한 선

행 문헌들을(김태현, 2012; 박기홍, 2004; 우홍욱, 서유진, 2010; 이수정, 

2003; 편정민, 2005; Hayhoe, 2001; Rainger, 2005; Trifonova, 2003) 분

석하여 <표 II-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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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략

연구자
김태현

(2012)

박기홍

(2004)

우홍욱, 

서유진

(2010)

이수정

(2003)

편정민

(2005)

Hayhoe

(2001)

Rainger
(2005)

Trifonova
(2003)

텍스트

-내용을 분할하여 제시하기

-효과적인 정보 그룹핑

-핵심내용만을 요약하여 제시

-중요한 정보 강조하여 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적절한 크기 글자로 제시

-굵은체, 기울기체, 색상사용 

주의

-일반적인 범용 폰트 사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그래픽 -그래픽요소의 절제된 사용 0 0 0 0 0

레이

아웃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

-문장배치의 일관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콘텐츠 

재설계

0

0

0

0

0

0

0

0
0
0

사 운 드 

및 

동영상

-on/off lac 볼륨크기 조절

-파일이 크지 않도록 주의

-10분 이하의 미니 강의

0 0 0 0
0

<표 II-2> 모바일 학습 콘텐츠의 정보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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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특정 모바일 학습 환경을 설계할 경우에는 모바일 학습 환경이 갖는 

여러 특징을 탐색한 후,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거시적 환경

을 설계해야 한다. 모바일 학습 환경은 교수와 학습의 내용 측면에서는 

풍부한 학습자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방법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 교수 및 학습 경험 측면에서는 실

제적 맥락과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임걸, 2011).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관련 선행 연구들은 위와 같은 모바일 학습 환

경의 특징에 기반하여 교수와 학습의 측면, 기술적 환경 측면에서 환경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모바일 학습 환경의 구축 시에는 교수 및 학습 

이론, 교수와 학습 활동 및 전략과 같은 교수설계, 기술적 환경의 세 차

원에서 설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Ge et al., 2013). 교수와 학습 내용

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수적 접근 및 학습 이론의 기반

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교수설계 측면에서도 학습 진행의 양상과 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학습에서 활용될 모바일 기

기의 매체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임정훈, 

2008). 

  임정훈(2008)은 모바일 학습 환경의 설계 시 어떠한 모바일 기기를 활

용할 것인지,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인지 모바일 “활동”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수업인지, 해당 모바일 학습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괄적 모형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모바일 환경 중 특정 환경에 국한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모바일 학습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특정 

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한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Parsons 외(2007)는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시의 고려 사항을 [그림 

II-5]과 같이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학습 환경의 설계를 위한 일련의 설

계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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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요건 (Parsons et al., 2007)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시 일반적인 모바일 환경 이슈, 모바일 학습 

맥락의 이슈, 학습 경험, 학습 목표의 네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 

모바일 환경 이슈로는 학습자의 역할 및 특성(user role and profile), 이

동성(mobile), 모바일 인터페이스 설계(mobile interface design), 매체 유

형(media types), 의사소통 지원(communication support)등의 측면이 고

려되어야 한다. 모바일 학습 맥락의 이슈로 정체성(identity), 학습자

(learner), 활동(activity), 시공간(spatial-temporal), 장비(facility), 협력

(collaboration) 등의 측면이 포함된다. 학습 경험은 구조화된 학습 내용

(organized contents), 성과와 피드백(outcome and feedback), 목적과 목

표(goal and objectives), 재현 방식(representation or story), 학습자 및 

간 갈등·경쟁·도전·반대 (conflict·competition·challenge·opposition)의 경

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측면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로는 기술의 향상(improved skills), 새로운 기술(new skills)과 

같은 개인적 학습의 측면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팀 기술(team 

skills)과 같은 집단적 학습의 두 측면으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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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임걸, 2011)

  임걸(2011)은 교수 설계를 위한 보편적이고 대표적 모형인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

을 근간으로 하여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제안한 바 

있다[그림 II-6 참조].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모바일 학습 설계 시에는 먼저 모바일 학습으로 

구현되기 적절한 수업 주제 및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즉 일단 모

바일 학습 방식이 해당 수업의 효과 및 효율의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

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자원을 확인해야 한다. 즉 수업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환경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업환경의 선정이다. 즉 모바일 학습을 

블렌디드 방식으로 활용할지, 온라인 체제만을 활용할 것인지, 의사소통

은 어떠한 통로로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수업과정을 설계

한다. 즉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기기를, 어떠한 학습 과정과 안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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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흐름에 따라 진행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수

업도구의 개발이다. 즉 모바일 학습에 사용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거나 해당 수업의 목적과 환경에 맞게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마련해

야 한다. 다섯째, 수업의 실행이다. 즉 설계된 매뉴얼에 맞게 모바일 학

습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 및 분석으로, 지속적인 형

성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평가들이 가능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총괄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Ge 외(2013)는 구성주의적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의 틀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교수적 접근 및 학습의 이론 측면에서 모바일 학습환경 설계

는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특히 실제적 지식 구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 

및 학습 이론에 기반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설계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 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성찰을 촉진하는 방식의 교

수와 학습 전략 및 활동 설계, 활동의 효과적인 계열화 및 조직화, 멀티

미디어 학습 이론이 고려된 화면 설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환경 측면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 웹과 모바일 상에서 

원활히 제공 가능한 기술적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ube와 Ebner(2013)는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에서 고려

할 설계원리로서 시각적 보조 자료의 효과적 활용, 데이터베이스로서 학

습자료 관리의 용이성,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활용, 학습자 간 및 학습자

와 교수자 간의 연결성, 원활한 네트워크 및 기기의 안정성 등을 제안하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기존의 연

구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선행 연구들은 모바일 학습 환경의 설계를 절

차적으로 안내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모형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절차나 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Cochra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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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체 관련 연구

  매체(media)는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를 말하며, 라틴어 

‘medius’에서 유래된 말로서 ‘between’, 즉 맺어주는 역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권성호, 2011; 나일주, 2010).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

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한균태, 

2014).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매체’는 

오랜 시간 인류 역사와 함께해왔다. 

  물질적인 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부터 인간과 가장 오래 시

간 함께해온 매체는 포크(folk) 미디어로서, 이때의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즉 부족장의 죽음을 주변에 통보하거나 특정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는 일 대 일 혹은 일 대 다의 소통 수단은 말, 혹은 비언어적 수단으

로서의 몸짓, 또는 이것들을 이용한 춤, 노래 등이었던 것이다. 구술 문

화에서 문자 문화로 이행하면서 사람들은 문자라는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종이에 글자를 적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 이후로는 인쇄 매체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인쇄물이 대량 배포 

되면서 지식이 공식화 혹은 형식화(formalization)되기 시작하였다. 읽을

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인간은 오감 가운데 시각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각에 의존하는 독서 행위와 함께 공동체를 벗어나는 

사적 생활과 사고가 생기게 되었으며, 특히 인쇄된 글의 선후를 순서대

로 이해하는 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

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이후 르네상스, 과학

혁명, 산업혁명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상원, 이윤진, 

2002). 그 후 에디슨의 전기 발견 이후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전자의 발견은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물

질적인 정보 전달 매체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OHP, 녹음기부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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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현대 사회에

서의 매체의 발전 속도는 가히 급진적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매체의 개념과 속성을 알아보고, 특히 시청각 매

체는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교수와 학습에서 시청각 

매체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매체의 개념과 속성

  매체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착된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두와 

함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송신자와 수

신자 사이에 상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며, 상호 의미를 공유

하고 서로 이해하고 교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역

동적인 활동 혹은 과정이다(Baran & Davis, 2003).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송신자가 메시지를 부호화해서 수신자에게 보낼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이자 수단이 매체인 것이다(Littlejohn & Foss, 2008). 

  매체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Goodman, Olson, Salomon, McLuhan, 

Daft 등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이론을 통해 매체는 하나

의 ‘상징체제’이며, 이러한 상징체제를 활용하는 사람도 결국 매체의 영

향을 받아 인지적 과정과 기술을 발달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매체의 상

징체제를 획득하게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상징체제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징체제들을 통해 인간

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

와 발달은 많은 경우 새로운 문화 환경을 창조할 뿐 아니라 다시 언어와 

문자 등의 상징체계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Cook-Gumperz, 2006). 따라

서 매체의 상징체제 역시 일종의 언어와도 같이 끊임없이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aft와 동료들(Daft & Lengel, 

1986; Daft et al., 1987)의 매체 풍부성 이론에 따르면 특정 내용과 그것

을 전달하는 매체가 적합한(fit) 경우 내용 전달의 효과성이 증진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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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학자인 Goodman은 직접적으로 매체의 속성을 다루지는 않

았으나 그의 ‘상징체제 이론’은 매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나일주, 2010). 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매체가 ‘상징’

을 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나일주, 1995). 상징이란 구체적 

대상물에 대해 참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이것은 체제화 

될 가능성을 갖는다(Gardner, Howard, & Perkins, 1974). 흩어져 있는 상

징들이 참조적 공간(field of reference) 또는 참조틀(frame of reference)

을 갖게 되면 ‘체제’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상징체제이다(나일주, 

1995).1)

  Goodman(1968)에 따르면 상징체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매체

나 정보를 다루는 도구로 하여금 각 상징체제에 따라서 상이한 정보를 

다루게 하며, 상이한 활동을 유도하는 경향성을 띄게 한다(Meringoff, 

1980; Salomon & Gardner, 1984).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 할

지라도 텔레비전 시청자는 이야기를 공간적 영상 구조 속에 저장하게 되

지만, 책의 독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보다 시열적이고 묘사적인 구조 속

에 저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나일주, 1995). 즉 상징체제는 그 특성

에 따라 전달매체에 특정한 정보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며, 그러한 

경향성에 따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보를 구조화할 때에도 차

이를 가져올 수 있다(나일주, 2010). 

  Olson은 Goondman의 이론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정보를 얻고, 처리

하며, 저장하는 내용 자체와, 그러한 세 종류의 활동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즉 어떤 그림을 볼 때, 사람은 그림의 

내용에 관한 정보도 얻지만, 그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도 개

발하게 된다는 것이다(나일주, 1995). Olson의 교수수단이론은 이러한 기

본 가정을 바탕으로 교수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내용이 지식의 습득과 어

1) 참조적 공간 또는 참조틀이란 여러 개의 상징들이 일정한 형식으로 활용되

도록 하는 어떠한 숨겨진 법칙체계 같은 것을 말한다(나일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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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이 어떻게 기술, 전략, 휴리스틱 

등의 지적 기술과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Clark & Salomon, 

1986). 그에 따르면 동일한 지식 구조라도 그것을 전하는 상징체제나 코

드시스템이나 수단들은 서로 다른 일련의 행동들을 요구하게 되며, 그 

각각의 수단들은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개발시킨다

(Olson & Bruner, 1974). 즉 새로운 상징체제를 가진 매체는 오래된 지

식을 전달할지라도, 새로운 인지적 기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Olson(1977)은 구어와 문어라는 두 상징체제가 가져오는 효과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어는 융통성이 있고 비특수적이며 상투화의 

정도가 사회적 관계나 그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 전후관계 

등이 감안되어야 하나, 문어는 의미를 명쾌하게 드러내야 하고, 영속을 

지니며, 사회적,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석적, 과학적, 철학적 

지식을 유지하고 개척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나일주, 1995). 

  Salomon은 Goodman의 상징체제 이론과 Olson의 교수수단 이론을 

더 발전시켜 인간정신과 매체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가정을 하였으며, 

이 가정은 매체속성 이론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나일주, 1995). 그 두 가

정은 첫째, 매체와 인간정신은 공히 상징기호를 통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고, 처리한다는 것, 둘째, 인간의 인지과정에 동원되는 상징체제의 

일부는 매체에 의한 상징체제로부터 획득된다는 것이다. 그는 필름이나 

컴퓨터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영화 촬영 기법, 프로그램 언어와 같은 상

징체제를 도입하도록 만들었듯이, 특정 매체는 특정 상징체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독특한 정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나일주, 2010). 또한 텔레비전을 통한 수업이라 하더라도, 텔레비

전이라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새로운 일

련의 정신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개척하며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획득하

게 될 때 진정으로 텔레비전을 통한 수업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Salomon, 1974).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그는 매체를 통한 교수의 

상징적 특징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학습자에 의해 내면화되고 따라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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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표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매체의 상징적 특성을 표

현하는 매체의 속성이 궁극에는 인간의 새로운 인지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나일주, 2010).

  McLuhan은 매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나르는 수단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즉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 때 그가 말하는 매체란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단순 방송매체를 넘

어서 인간의 특정 감각을 확장한 모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쇄매체나 

텔레비전은 눈의 확장이며, 라디오는 귀의 확장이며, 컴퓨터는 중추신경

계의 확장이며, 이 때 ‘확장’ 이란 각각의 감각 기관이 고유한 기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단을 말한다(McLuhan, 1964). 또

한 그는 특정 매체는 전달하는 메시지와 함께 인간의 감각 기관에 영향

을 주며 그 뒤 인간의 의식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림 II-7 참조]. 

전깃불이 특정 브랜드 이름을 비추는 네온사인으로 사용됨으로써 인간의 

시각을 자극하고 결국 인간이 브랜드 이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그 예

이다. 이처럼 그는 특정 매체와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완전한 변화

를 경험하며 이 변화 자체를 메시지로 보았다(나일주, 2010). 

[그림 II-7] 인간과 매체의 만남과 메시지의 발생(나일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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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Luhan에 따르면 매체는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핫미

디어와 쿨미디어로 분류된다. 핫미디어는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으며 단

일 감각을 높은 정세도까지 확장한 매체로서 사용자의 낮은 참여도를 요

구하며 쿨미디어는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진은 시

각정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핫미디어, 만화는 상대적으로 시각적 정보

가 적은 쿨미디어가 되며, 라디오 역시 정보량이 많고 자료 충족 정도가 

높은 핫미디어, 사용자의 참여도가 라디오보다 높은 전화는 쿨미디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를 분류한 뒤, McLuhan은 지식

과 정보의 습득, 혹은 학습에는 쿨미디어가 더 효과성이 높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효과가 좋은 매체는 정세도가 낮아 사용자의 높은 

참여나 관여를 필요로 하고, 사용자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동

안 스스로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사용자가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

유롭게 사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반면 핫미디

어에서와 같이 많은 정보자극이 계속적으로 제시될 경우 사용자는 그것

을 기억하거나 소화시키기 어려우며,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게 되며, 정보 수용을 잠시 멈추고 주체적으로 사고할 기회가 적어지

게 된다. 핫미디어의 대표적인 예인 ‘영화’는 실제로 움직이는 매체를 시

각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청각 정보도 동시적으로 제공해주는 매체인데, 

그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화라는 매체는 ‘인물과 풍경으로 이

루어진 장면을 순식간에 제공하며 잇따라 상세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

여주는’ 특성을 가진다. 즉 영화는 많은 정보량, 즉 높은 정세도를 가지

며 관람자의 높은 관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관람자가 영화를 보는 동안 

코멘트할 기회를 가질 여유를 주지 않으며, 진행되는 내용의 과정에 대

해 관람자가 정보 수용을 멈추고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지나치게 

완성된 형태의 매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Daft와 동료들(Daft & Lengel, 1986; Daft et al., 1987)의 

매체 풍부성 이론에 따르면 전달하려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보 전

달의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매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매체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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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것이 전달해줄 수 있는 정보량과 정보 종류, 즉 매체 풍부성(media 

richness)이 다르며, 따라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마다 그에 적합한(fit) 정도의 풍부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 한

다(Daft & Lengel, 1986; Daft et al., 1987). 이들에 따르면 매체의 풍부

성은 네 가지 특성, 즉 즉각적인 피드백 여부, 다양한 단서의 제공 여부

(예: 시각적 단서, 오디오 단서 등), 언어적 다양성(예: 자연 언어, 인공 언

어, 숫자 등), 개인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보

유할수록 높은 매체 풍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Daft et al., 1987). 또

한 이 이론을 통해 볼 때,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과 미묘한 

움직임이나 과정적 정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표

현해 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세세한 시각 정보나 미세한 움

직임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정보의 전달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어울리는(fit) 매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용 전달의 효과가 

감소되므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2) 시청각 매체의 역사적 발달 과정

  사진과 영화의 발명, TV와 비디오의 등장, 컴퓨터와 인터넷, 각종 멀티

미디어 기기가 발달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청각 매체는 사람들 사이의 

주요한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선사시대의 선조들이 어두

컴컴한 동굴에서 아른거리는 횃불을 들고 그렸던 동굴 벽화에서 그 최초

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시청각 매체는 인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

하며 사람들의 현실과 상상을 재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발달 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청각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16세기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시청각 매체는 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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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표될 수 있다. 16세기에 이탈리아의 예술가이자 발명가인 다 빈치

(da Vinci)는 기본적인 영사원리를 연구하여 카메라 옵스큐라(obscura)를 

발전시켰다. 암실과 같은 방에 한 쪽에 구멍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밖에 

있는 대상을 거꾸로 비추는 구조인 카메라 옵스큐라는 오늘날 영사기와 

카메라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민병록, 2001). 또한 불빛을 스크린에 

투사해 나타나는 영상으로서의 그림을 보고 즐기는 장치는 인도, 중국, 

그리스 등지에서 오락을 위한 볼거리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주형

일, 2004). 1644년에는 독일의 예수회 수도사 키르허(Kircher)가 빛을 스

크린에 투사하는 장치인 환등기를 발명하고 이를 이용한 그림의 영사는 

유럽에서 재미있는 볼거리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벨기에의 로버스

(Robertson)은 환등기를 사용하여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라는 

영상 공연을 성공리에 하게 되며, 프랑스의 다게르(Daguerre) 역시 환등

장치를 이용한 공연인 디오라마(Diorama)를 발명해 성공 거두는 등 18

세기 후반 사람들은 어두운 극장에서 스크린에 투사된 다양한 그림들을 

보며 환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즐기게 된다. 

  19세기 초부터는 그림을 가지고 ‘움직임’을 재현하는 장치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며 이러한 장치들은 이후의 영화 탄생을 예견하게 된다. 프

랑스의 다시(d’Arcy)와 같은 과학자들은 이미지를 본 뒤에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는 잔상효과를 증명하게 되며, 그 뒤 벨기에의 물리학자 플

래토우(Plateau), 오스트리아의 스탬퍼(Stampfer)는 각각 독립적으로 페나

키스티스코프(phenakistiscope)를 발명한다. 이것들은 원판 위에 빙 돌아

가며 연속된 그림을 그리고 고정된 구멍을 통해 돌아가는 원판을 보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장치들로서 이제 더 이상 

환등기를 통해 정지된 그림들을 보는 것을 넘어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해져 가게 된다.

  그 뒤 미국의 사진가 무이브리지(Muybridge)는 1877년 12개 혹은 24

개의 사진기를 동시에 이용해 인간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연속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연속사진을 제작하며, 프랑스 의사 마레이(Marey)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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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형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1882년 하나의 사진기로 인간이나 동물

의 움직임을 연속 촬영할 수 있는 크로노포토그라피

(chronophotography)를 제작한다. 이 기계를 통해 1초에 10장의 사진을 

기록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에 영화 필름의 시초가 된다. 

  그 후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Edison)은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진영상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 딕슨(Dickson)과 함께 활동사진 카메

라인 키네토그라프(kinetograph)와 일인용 기계인 키네스코프

(kinetoscope)를 발명하고 키네토그래프로 촬영한 <프레드 오트(Fred 

Ott)의 재채기>를 촬영한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은 자신이 1878년 발명

했던 축음기를 활용하여 축음기로 녹음을 하는 동시에 키네스코프로 영

상을 보여주는, 마치 오늘날의 동시녹음 영화와 비슷한 형태의 실험을 

하고 그 결과 1892년 키네토폰(kinetophone)을 발명한다. 그 뒤 프랑스

의 바롱(Baron)은 키네토폰을 이용하여 시각적 장면과 사운드를 동시에 

기록하고 재현하는 기구를 발명한다. 이때를 기점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음성과 장면의 동시성이 확립된다. 

  에디슨의 연이은 발명에 힘입어 1895년 뤼미에르(Lumiere) 형제는 영

화 상영이 가능한 기계인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를 발명하여 역

사상 최초의 영화를 만들며 이때의 영화는 무성영화이다. 환등장치를 이

용해 어두운 공간에서의 영화 상영이 가능해지자, 이들은 파리의 그랑 

가페에서 대중을 상대로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공장을 떠나는 노동

자들>를 상영한다(주형일, 2004).1) 그 뒤 편집, 페이드, 디졸브, 확대, 교

차편집 등 오늘날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될 이미지 조작 기법과 편집 기법

들이 영화에 도입되면서 이제 audio-visual 매체는 단순히 기록 매체가 

아닌 창조적 매체로 바뀌어가게 된다(이형식, 2011). 고정된 장소에서 멀

1) 영화가 되는 기술적 세 조건은 (1) 빛을 이용해 형상을 포착, 정착시키는 기

계적, 화학적 장치, (2) 사진, 영상(필름에 기록된 화상)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환

등장치, (3) 1초당 수십 개의 프레임으로 스크린 위에 연속적 투영으로 움직임

이 재현되는 가현운동으로 볼 수 있다(주형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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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 찍은 장면을 담던 카메라는 장소를 이동해가며 다른 각도와 거리에

서 장면을 찍게 되었고 이러한 장면들은 편집 기술을 통해 재구성되며, 

보다 미학과 내러티브를 내포한 audio-visual물과 영상물들이 탄생하게 

된다. 1910년 경, 미국에는 활동사진을 보여주는 영화관이 보편화되고, 

찰리채플린 같은 배우를 탄생시키는 등 오늘날과 같은 영화나 영화산업

이 주목받기 시작한다(오세인, 2004). 그 뒤 1927년 audio의 요소까지 합

쳐진 최초의 유성영화인 <재즈싱어(Jazz Singer)>가 등장하게 되며 그 

뒤 영화는 1940년대 텔레비전의 등장 이전까지 영상계를 장악하며 성행

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텔레비전이 대중에게 확산, 보급되고 

1953년 컬러 텔레비전의 도입과 함께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 전달량이 

여타 매체보다 급속히 증가하였고, 1968년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녹화기

(VTR: Videotape Recorder)의 실용화로 시청각 기술은 급격한 진보를 맞

이하게 된다. 이전의 영상녹화기에 비해 VTR은 화질의 재생력이 뛰어나

고 녹화 시간도 연장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 후 1971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과 함께 극소 전자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져 

audio-visual 매체는 대중들에게 일상화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홈 비디

오들의 시판이다. 가정용 비디오 기기 및 테이프에는 일반인이 손쉽게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다기능이 내재되어 있고 이동이 가능하여 비디오

가 보다 대중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 뒤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라가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어 영상의 즉시성과 현장성

을 강조하게 되고, 예술 분야에도 비디오가 이용된다. 또한 1975년 

HBO(Home Box Office)에 의한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의 결합으로 엄

청난 채널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영상물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

에서 벗어나게 된다. 위성과 유선을 동시에 이용하여 유료 텔레비전의 

전국화가 가능해지면서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며, 무수히 많은 영상 채널의 확장과 다양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영상 문

화의 일상화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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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뿐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인터넷, 

가상현실 등이 가세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적 통합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오세인, 2004). 즉 텍스트, 음향, 영상이 디지털적 환경

에 통합되어 인간이 활용하는데 편리한 방식의 영상 정보로 손쉽게 가

공, 편집, 저장,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제 시청각 매체

들은 디지털적 특성으로 일 대 다, 다 대 다 방식으로 자유롭게 양방향

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정보 수용자들의 융통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3) 교수와 학습에서의 시청각 매체 연구

  교수와 학습에서의 시청각 매체에 대한 관심 역시 시각에 대한 관심에

서 시작되었다. 인간 학습의 80-85%는 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

을 정도로 시각이라는 감각은 학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여겨져 왔다. 물론 촉각, 후각, 청각 등 다른 감각 기관들도 시각과 

상호 연결되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요성의 정도에 있어

서 시각이 주된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시각 자료나 시각적 매체를 

활용한 학습은 ‘시각적 교수(visual instruction)’ 혹은 ‘시각적 교육(visual 

education)’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Dent, 1949). 

  시각적 매체를 교수와 학습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무수한 이론과 실

천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시각적 매체가 인간의 기억, 사고, 문

제해결 등 다채로운 측면에서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시각적 매체는 우뇌의 자극에 효과적이며 이

를 통해 복잡하고 상세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며, 이러한 우뇌 자극을 위한 시각물 활용 전략들이 사용되어온 바 있다

(Ward, 1988, Williams, 1983). 또한 시각물은 수학적 사고(Battista, 1990; 

Fennema & Sherman, 1978; Fennema & Tarte, 1985; Guay & 

McDaniel, 1977; Lean & Clements, 1981), 창의적 사고(William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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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박소영, 2010; Buzan, 2006; Park et al., 2010; Polya, 2014; Rha 

& Park, 201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화와 

기억에 관한 연구들은(Harp & Mayer, 1998; Marcus, Cooper, & 

Sweller, 1996; Mayer & Moreno, 1998; Paivio, 1990; Vekiri, 2002; Park 

et al., 2010; Rha & Park, 2010), 시각자료가 맥락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

로써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Bransford & Johnson, 1972; Muller, 

1980), 특히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물은 언어적 정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기억을 증진시킴을 밝

히고 있다(Heinich et al., 2005).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시각화하

여 시각물로 제시하는 것이 내용의 요약, 관계들 간의 이해, 파지와 회

상, 정보의 조직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12; 

Piburn et al., 2005; Yehezkel, Ben-Ari, & Dreyfus, 2007).

  시청각 매체라는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성 영화 시기

를 지나 유성 영화와 필름스트립, 음성의 녹음, 그러한 음성의 재생산과 

분배 기술 등이 발달과 함께 이러한 기술들이 교수와 학습에서 본격적으

로 활용되면서부터이다. 시청각이라는 용어는 그 후 학습에 있어서의 시

각적 보조물, 청각적 보조물, 그리고 시청각적 보조물 등을 두루 지칭하

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다. 청각매체는 초기에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나 

그림과 같은 교수와 학습의 자료를 학습하는 중간 중간에 동기 유발을 

위하여 소리 효과, 음악 등을 삽입하는 정도로 활용되다가 그 후 음성 

자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교수와 학습에서 시청각 매체에 대한 

실제적 활용이 증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청각 매체 관련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Koroghlanian & Klein, 2004). 

  교수와 학습에서 시청각 매체의 효과성은 1900년대부터 이미 수 백 

편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시청

각 자료들은 경험적 실재(reality of experience)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해주며, 

일상에서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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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개념적 사고를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이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습의 

깊이를 증가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Dale, 1969). Hoban 과 Hoban Jr(1937), Dale(1969)과 같은 학자

들은 학습 경험을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학습에

서 시청각 매체의 수준을 다루었다. 이들에 따르면 학습 경험의 구체성

과 추상성의 정도는 학습자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

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시청각 자료가 실제와 가장 유사한 수준

이라고 해서 학습에 반드시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과 학습

자 특성에 맞는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청각 매체는 교수와 학습의 상황에서 교수의 내용, 방법 등의 요

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될 경우 학습 효과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진적 진보로 인하여, 교수설계에서의 시청각 매체

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움직임, 음성, 텍스트, 그래픽, 정지이미지, 

더 나아가 이미지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기술 등 다양한 매

체가 교수와 학습에서 활발히 사용된 지 오래이다(Dwyer & Dwyer, 

2003; Moore, Burton, & Mayer, 2003). 

  동영상은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웹 기반 교수와 학습에

서 활발히 사용되고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다른 매체보다 효과적으

로 학습자의 주의를 끌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Zhu & Grabowski, 2006). 오늘날 교수와 학습에서 사용되는 학습자료

들의 대다수는 교수자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기반의 동영상 자료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영상 방식의 학습자료는 강의자가 끊임없이 화

면에 나타난다는 특징으로 인해 학습활동에의 참여를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강의자의 출현은 실재적 맥락, 지원적인 대인관계의 

제공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학습활동에

의 참여를 증진시켜준다는 것이다(Biocca, Harms, & Burgo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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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t al., 2015).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교수와 학습에서 이러한 동영상 방식은 

정지이미지 기반의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학습 효과의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

(Hegarty, 2004). 단순히 전달 매체가 무엇이냐가 학습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glin 외(2004)는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

년까지 동영상과 정지이미지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 45편을 분석하여, 그 

중 21편 만이 동영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의 실험 연구들 역시 일부는 동영상이 정지이미지보다 효

과적임을 밝힌 반면(Blankenship & Dansereau, 2000; Catrambone & 

Seay, 2002), 두 처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Chanlin, 2001a, 2001b; 

Koroghlanian & Klein, 2000; Lowe, 2004), 오히려 정지이미지가 더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anlin, 2001b). 이렇듯 동영상과 정지이미

지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습자 수준, 전달 내용의 

특성, 매체의 설계 방식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동영상 방식의 자료, 정

지이미지 기반의 자료의 효과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변현정, 

2011; Catrambone & Seay, 2002; Hasler, Kersten, & Sweller, 2007; 

Hegarty, Kriz, & Cate, 2003; Hegarty, Narayanan, & Freitas, 2002; 

Hegarty et al., 1999; Lin & Dwyer, 2010; Szabo & Poohkay, 1996; 

Tversky, Morrison, & Betrancourt, 2002). 위의 비교 연구들에서는 연구

마다의 각기 다른 실험 상황, 매체의 설계 방식, 학습자 수준, 학습 내용

의 특성 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총체적으로 고려

되지 않은 것이다(Anglin, Vaez, & Cunningham, 2004, Zhu & 

Grabowsky, 2006). 

  동영상 방식의 자료는 효과적으로 설계될 경우 정지이미지 기반의 자

료보다 풍부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특히 변화하는 과정



- 47 -

이나 절차를 보다 세세하게 표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교

수자의 연속된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반면 동영상 방식의 자료가 제공하는 풍부한 시각적 자극

은 학습 내용의 이해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연속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용이하지 않

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연속적으로 제공되기 때문

에 전달받는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숙고해 볼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도 갖는다. 

  한편 정지이미지 기반의 자료는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이미지가 효과

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여 인지적 부

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내용이 정지이미지별로 효과적으로 

분절되어 제공될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인지 부하를 낮추면서도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반면 변화하는 과정

이나 절차를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거나, 풍부한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영상 방식의 자료와 정지이미지 방식의 자료의 효과성에 대해 학습

자 수준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초보 수준의 학습자일수록 동영상 방식이 효과적이고, 학습자의 지

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지이미지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alyuga et al., 2003; Ollerenshaw et al., 1997). 초보 학습자일 경우 교

수설계자가 설계한 내용의 흐름대로 학습하는 것이 생소한 내용의 이해

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최소한의 안내를 제공하고(Kalyuga & Sweller, 2004), 학습자 스스로 학

습 내용을 선별적으로 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van Gog 

et al., 2005), 내용 진행 순서 역시 전문가는 특정한 순서를 따르도록 하

기보다는 잣니이 원하는 순서로 내용을 오가며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lark et al.,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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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습 내용이 변화하는 형태나 과정, 절차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

는 오히려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동영상 방식이 효과적이나, 

초보 학습자에게는 일련의 정지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변현정, 2011; Kalyuga, 2007; Schnotz & 

Rasch, 2005). 일련의 정지이미지를 분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보 학습

자는 변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천천히 사고할 여유를 주며 인지적 부

담을 낮추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세한 구조의 미묘한 움직임이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변화하

는 형태나 과정에 대한 내용이더라도 동영상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 & Dwyer, 2010). Lin과 Dwyer(2010)는 학습자들에게 

심장의 구조와 운동에 대한 웹 기반의 컨텐츠를 각각 애니메이션 형태, 

정적인 그림 형태로 웹 상에서 제공한 결과 학습자들이 같은 시간동안 

학습을 할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공받은 그룹과 정적인 그림을 제공받은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장의 

세세한 구조와 움직임에 대한 그리기 테스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제공받

은 그룹의 수행이 더 높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팻 기반의 자료는 효과적으로 설계될 경우 

동영상 방식의 학습자료보다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시각자료만을 담은 일련의 

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중 양식의 정보 제공 여부 역시 학습자의 학습 수

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보자에게는 그림과 문자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전문가는 문자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

과적이며(김보은, 이예경, 2011; Homer & Plass, 2010; Lee et al., 2006), 표, 그

림, 문자의 제공시에도 초보 학습자는 표/그림과 문자를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는 표/그림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Kalyuga

et al, 1998;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청각자료 제공 여부 역시 초보

자는 표/그림과 함께 청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나, 전문가는 표/

그림의 제공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alyuga et al, 2000; Leslie et

al, 2012;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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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이미지들을 오디오, 텍스트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인

지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미지들의 장면과 장면 사이 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학습자는 자신이 잘 모르는 복잡한 내용에 대해 더 시

간을 들여 숙고하고, 내용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며, 자신

의 학습 속도에 맞춰 내용을 앞뒤로 오가며 파악할 수 있다(변현정, 

2011; Betrancourt, 2005; Hegarty & Kriz, 2008; Lin & Dwyer, 2010; 

Lowe & Schnotz, 2008; McLuhan, 1964; Tversky et al., 2002; Zacks, 

Tversky, & Iyer, 2001).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파일의 재생

과 휴대가 간편하고, 이동 중의 학습에도 효과적이며, 가시성과 눈의 피

로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메타데이터로 처리하기 쉽다는 이점을 가질 

것이다(박유진 외, 2016; Rha, 2015).

  이상의 매체 이론, 시청각 매체 발달 흐름, 교수와 학습에서 시청각 매

체 관련 연구들은 새로운 방식의 시청각 매체로서 스팻 방식이 교수와 

학습에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고 있다. 스팻 방식은 기존의 비

디오 기반 강의나 기타 자료 제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상징체제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학습자 인지 구조와 사고 방식, 더 나아가 지식의 형

태에까지 변화를 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스팻 기반 학습자료 제

시는 학습자 수준, 학습 내용의 성격이나 유형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

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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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설계 관련 연구

1) 정지이미지 설계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미지란 ‘물체, 사람, 혹은 추상적 대상

에 대하여 어떠한 표면에 만들어진 시각적 표상’을 말한다. 즉 구체적 혹

은 추상적 대상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그려지거나, 찍혀지거나, 어

떠한 방식으로든 볼 수 있게 재현된 그림, 사진, 그래픽 등의 정적인 비

주얼이 모두 정지이미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또한 그 목적에 

따라 이러한 정지이미지는 실제 세상을 참조한 사실적 성격, 비유적 성

격, 혹은 회로도와 같이 논리 성격 등을 띌 수 있다(Knowlton, 1966). 

  정지이미지는 언어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표상 체계로서 언어와 함께 기억과 학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sslyn, 1994). 인간은 시각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

로 생성된 산물 혹은 부산물을 활용하는 능력인 시각지능을 가지고 있으

며, 시각물을 통한 시각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나일주, 2010). 즉 

인간은 정지이미지와 같은 시각물 봄으로써 언어적 형태로 변환되지 않

은 정보들도 기억에서부터 이끌어내며, 대상들을 여러 방식으로 조직하

거나 배열함으로써 대상들의 속성과 관계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다(Goldman-Rakic, 1992). 인간의 사고에 있어 이러한 정지이미지의 중

요성이 인지과학 등에서도 새롭게 논의되고 있으며, 교수와 학습에서의 

효과성 역시 밝혀진 바 있다(Richey, Klein, & Tracey, 2012). 교수와 학

습에서 역시 정지이미지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동기를 유발하거나, 비유

적·논리적·설명적으로 내용 이해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내용에 대한 회상

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

1) 비주얼이란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점, 선, 면, 위치, 길이, 각도, 색상, 밀도 등

의 시각적 표현 요소들을 이용하여 삽화, 도표나 도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각화하 것을 의미한다(변현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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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Park et al., 2010; Rha & Park, 2010; Starko, 1995). 

  정지이미지의 장점은 그림만으로도 정보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해당 교수자료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추가적인 기기 없이도 해당 그림을 모바일 기기에 캡쳐하여 필요

할 때 간편하게 볼 수도 있으며 혹은 출력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시

에 꺼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맷은 그것 하나만으로는 

보다 세세한 부연 설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정

적인 이미지만을 제공할 경우 물론 학습자가 자유롭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달하려는 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지이미지는 그 자체만 제공하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텍스트나 오디오가 함께 제시될 때 보다 학습 내

용으로서의 명료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정지이미지를 설계하는 원리는 이미지가 특정한 표현양식의 한 형태라

는 점에서 볼 때 시각정보의 표현양식 설계원리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현양식의 설계원리는 콘텐츠에 따라 시각적 표현 양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상세 설계원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실물 이미지나 상세한 이미지 대신 간소화된 이미

지를 사용해야 한다(Dwyer, 1978; Heinich et al., 2002; McCloud, 1994). 

지나치게 세부적인 묘사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묘사는 오히려 학습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개념적 내용의 경우 중복 의미를 

갖지 않고 혼동이 적은 대표적인 상징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김윤배, 최길열, 2005). 이는 설계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상의 오

해를 예방해준다. 셋째, 추가적 설명이 필요 시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포

함시켜야 한다(Beiger &  Glock, 1986; Mayer, 2001; McCloud, 2008; 

Roy & Grice, 2004). 즉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나 시각적 제시에 보다 명

확성이 요구될 때, 간결한 텍스트를 추가함으로써 이미지의 의미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설계원리는 <표 II-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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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의미 출처

간결한

이미지

적절한 수준의 시각적 재현 제공

(초보 학습자에게 지나친 세부묘사

는 부정적 영향)

Dwyer, 1978; Heinich et 

al., 2005; McCloud, 1993

대표적

이미지

상징

상징 이미지 사용 시 사회문화적으

로 합의된 상징 사용
김윤배, 최길열, 2005

언어적

추가 제공

언어적 부연 설명 필요 시 이미지 

내에 간단한 텍스트를 첨가

Beiger & Glock, 1986; 

Mayer, 2001; McCloud, 

200; Roy & Grice, 2004

<표 II-3> 정지이미지 설계원리

2) 오디오 설계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오디오(audio)란, ‘전송된 신호 중 들을 

수 있는 부분’, ‘청각 신호의 녹음’, ‘TV의 소리 요소’ 등으로 정의되고 있

다. 이러한 오디오의 지각은 물체의 진동에 달려 있어 인간이 듣는 것은 

물체가 공기, 물, 혹은 주변의 다른 탄성 매체에 미치는 효과이다

(Goldstein, 1999). 즉 소리를 만드는 음원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렇게 

발생한 음파는 공기를 매체로 하여 사람의 귀에 전달되는 것이다(김하진 

외, 2000). 또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오디오는 다른 음성 매체

와 달리 복제, 편집, 전달이 용이하다. 이러한 오디오의 디지털화는 아날

로그 오디오를 ‘샘플링’ 과정, 즉 디지털 신호인 0 또는 1로 변환하는 과

정을 거쳐 디지털화하거나 직접 디지털 오디오 장비를 통해 생성되고 있

다(이만재, 이상선, 2003).

  오디오는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시각정보와 함께 사용 빈도가 높은 정

보 전달 수단이다. 교수와 학습에 주로 쓰이는 오디오 요소로는 강의, 음

악, 소리 효과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Beecue, Vila, & Whitley, 2001). 

이러한 세 요소들을 통해, 오디오는 정보를 전달하고, 주의를 집중시키

며, 피드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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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ndra, Barron, & Thompson-Sellers, 2008). Winn(1993)이 ‘인간의 연

설은 가장 강력하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잘 나타내주는 수단으로서, 

교수설계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lecture 포맷의 오디오 자료는 교수 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소

리의 크기, 높이, 속도, 어조 등을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교수자는 오디

오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 수준을 높이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Calandra et al., 2008). 또한 오디오 포맷의 장점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비교적 시공간의 구애를 덜 받으면서, 간편하게 이어폰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료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는 

읽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고, 외국어 교육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풍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장거리에

서도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며, 소리의 순차성으로 인해 절차적인 지식 

습득이 용이하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에서 효과적이다(Smaldino 

el al., 2005). 

  김태현(2012), 김은옥(2010), Allesi와 Trollip(2003), Bregman과 

Campbell(1971), Brewster, Write, 그리고 Edwards(1994), Cohen(1993), 

Crease와 Brewster(1998), Goldstein(1999)등의 학자들은 학습콘텐츠에 학

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디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오디오의 속성을 기초로 하여 청각의 생리학적 특성(가청성, 항상성), 청

지각의 심리적 특성(강조성), 청각정보에 대한 동기적 특징(심미성, 흥미

성), 청각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사용자 조작)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오디오 설계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의 설계전략을 

종합하면 표 <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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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 

인지 특성
오디오 설계 전략 출처 

생리학적

특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운

드를 청각적으로 선명히 제시

Brewster et al., 1994; 

Goldstein, 1999

출력되는 사운드의 음고 크

기, 재생속도의 일정한 제시

김태현, 2012; 

Bregman & Campbell, 1971

청지각의

심리적 특성

정보전달시 중요한 부분을 청

각적으로 돋보이게 제시

Allesi & Trollip, 2003; 

Goldstein, 1999

청각정보에 

대한 동기

미적 만족감 및 청각적 매력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김태현, 2012; 

Cohen, 1993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

Allesi & Trollip, 2003; 

Cohen, 1993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

개인 특성에 따라 사운드의 

크기, 속도, 음소거, 음색 등을 

조작, 조절 가능한 설계

김태현, 2012; 김은옥, 2010; 

Crease & Brewster, 1998

<표 II-4> 청각적 인지 특성에 따른 오디오 설계원리

3) 텍스트 설계

  텍스트란 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연관된 문장들의 연속체

(Brinker, 1985)’이자 ‘일정한 길이로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의미 단위

(Halliday & Hasan, 1976)’를 의미하며,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 및 학습

자의 행위를 고려한 측면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제구조, 즉 내용과 

행위구조, 즉 학습자의 사고과정과 처리를 만족시키는 언어사용자의 언

어사용 전략에 따른 소통 단위(김재봉, 1990)’로 규정된다. 즉 텍스트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문장이나 언어 측면을 중심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과 학습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생산자의 의도

와 학습자의 행위까지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교수

와 학습 상황에서의 텍스트를 정의한다면 ‘교수자 혹은 글쓴이의 의도가 

각 교수와 학습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작성된 결속력있는 언

어의 집합체로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언어적 단위’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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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계 요소 설계 내용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러닝 혹은 모바일 학습 환경의 전자텍

스트 설계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보다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요약된 텍스트의 구조를 학습자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적 표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

습자들은 전자텍스트를 읽을 때, 인쇄 텍스트보다 가독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안정성, 쾌적성, 친밀성,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 더 인지적, 정서적

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나일주, 진성희, 2008). 

  김세리(2006)는 Frederiksen(1975), Kintsch과 van Dijk(1978), Brown과 

Day(1983), Hahn과 Goldman(1983), Zimmerman, Bonner, 그리고 

Kovach(1996), Osman-Jouchoux(1997)등의 텍스트 요약 규칙에 대한 연

구들을 종합하여 이러닝 학습환경에서의 텍스트 축약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전자텍스트 요약하는 규칙을 전자텍스트 설계원리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성은모(2009)는 박성익 외(1997), Arntson(2007), 

Barron(1969), Branch와 Bloom(1994), Golding과 Fowler(1992), 

Hawk(1986), Lohr(2008) 등의 텍스트 구조의 시각적 표상에 관한 연구들

을 종합하여 이러닝 학습환경에서의 텍스트 설계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전자 텍스트를 제시할 때의 설계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표 II-5 참조>. 

<표 II-5> 전자 텍스트의 요약 및 구조 시각 표상을 위한 설계원리 

(김세리, 2006; 성은모,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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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제시

-텍스트 내용의 주제, 영역에 따른 구조적 정보

를 청킹(chunking)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별로 분

류하고 그룹화하여 제시
공간 및 

위치 정보의   

활성화

-게슈탈트(gestalt) 원리(근접성, 대칭성, 유사성, 

페쇄성 등)에 의하여 시각적 정보를 배치 및 배

열

시각적 정보 

형태의 변화

-텍스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학습목차의 크기 

및 색깔을 구분

-텍스트 내용의 주요 단어와 주요 문장의 위치 

정보를 강조하여 제시

정보의 순차적 

개방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

각적 요소, 언어적 요소를 통합 및 활용하여 제

시

-다양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순차적 

개방 전략을 활용하여 1차적 정보를 먼저 제시

하고, 2차적 정보는 나중에 제시

  이상의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설계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은 스팻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

스트 요소의 개별적 설계원리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통합적 설

계를 위한 기초이며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5.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1) 스팻 방식의 개념과 특성

  기존에는 온라인상의 학습자료들이 비디오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스

팻 방식은 교수와 학습자료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해준다. 또한 

이러한 스팻 방식은 새로운 매체, 혹은 보다 진보한 시청각 매체로서, 그

것이 가진 상징체제적 특성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고방식의 변화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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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여러 변화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하나로 통합

함으로써 고유한 상징체제적 특징으로서 문자성과 구술성이 결합된 것으

로 생각된다. 구술성과 문자성에 대하여 Ong(1982)은 저서인 ‘Orality 

and Literacy(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통해 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구술성과 문자성은 각각 말의 속성과 글의 속성을 의미하며, 더 넓게는 

그러한 말의 속성, 글의 속성과 관련되어 파생되는 사고방식, 문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말과 글의 

속성은 전혀 다르다. 말은 시간 의존적, 청각 지배적, 순차적이며 전달하

려는 내용이 완성되는 과정을 화자와 청자가 공유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글은 공간 의존적, 시각 지배적, 일괄적이며 일종의 산출물

(product)로서 완결된 내용이 전달된다. 또한 말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인간 생활세계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언어화된 것이

기 때문에 감정이입적, 참여적인 특징을 갖는 반면 글은 보다 객관적이

고 구조화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보다 탈맥락적이고 추상적, 축약적이

다.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전체 내용이 특정 공간 내에 보여진다는 점에서 문자성의 속성의 가지며 

특히 텍스트의 경우가 그러하다. 한편 오디오는 구술성을 갖는다. 즉 학

습자들은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에서 일종의 산출물로서의 내용을 이미

지, 텍스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받는 동시에 그러한 내용이 완성되는 

과정을 오디오를 통해 제공받게되는 것이다. 결국 스팻 방식은 학습자들

에게 축약적이고,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이고, 고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

조화된 문자적 지식과 함께 상황의존적이고 유연하며, 감정이입적이고 

참여적 지식을 동시적으로 제공해주는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스팻 방식

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다음으로 스팻은 시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시

청각 매체는 그 기술적 특성과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시간을 P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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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혹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라는 공간속에 결합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오세인, 2004). 즉 스팻은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디지털적으로 

합성시킴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인 시간 구조에 얽매이지 않

고 사용자에 의해 컨텐츠의 시공간적, 구조적 재구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의 중간에 앞뒤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오가고, 원

하는 지점에 정지하여 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듈화된 스팻 기

반의 자료들을 임의로 순서를 바꾸거나(shuffle), 재조합 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는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메타데이터로서 처리되기 쉬운 특징을 갖는다. 하이퍼텍스트란 막

대한 양의 정보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혹은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관심, 혹은 인지 구조에 맞게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수평 혹

은 수직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일단 구성된 정보는 쉽고 일관성 있게 

언제나 이용될 수 있도록 돕는 체제를 말한다(나일주, 정인성, 1990). 동

영상 기반의 모듈은 콘텐츠의 분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얻기

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정 모듈이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스팻에서는 모듈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

에 특정 모듈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

며, 자신이 원하는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스팻 방식

의 자료가 다량 축적될 경우, 그러한 지식 라이브러리 내에서 교수자들

과 학습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 혹은 주제를 검색하여 자신이 원하

는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재조합, 재구성하여 교수하고 학습하는 것도 가

능한 것이다. 1999년 Advanced Distributed Llearning(ADL)이 제안한 스

콤(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SCORM)에서도 학습 객체

로서 학습 개체의 분절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 바 있다. 학습자료가 

분절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자료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으

며, 학습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조합하여 보다 독립적인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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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ADL, 2009). 이러한 스콤이 표준화가 어려

운 문제점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면, 스팻 형식은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널리 상용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스팻 기반 자료의 메타데이터들은 학습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일주와 정인성(1999)이 하이퍼

텍스트의 종류를 노드연결형, 구조형, 위계형으로 나눈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스팻 기반의 이루어진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학습자의 정보 조합 

혹은 구성 양상 역시 [그림 II-8~10]와 같이 노드연결형, 구조형, 위계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II-8] 노드연결형 정보 구성(정인성, 나일주,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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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9] 구조형 정보 구성(정인성, 나일주, 1989) 

   [그림 II-10] 위계형 정보 구성(정인성, 나일주,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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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스팻 기반 학습자료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지식 데

이터베이스로서 기능함으로써, 복합적인 학습의 길(multiple pathways) 

또는 구조를 가능케하여 학습자마다 좋아하는 학습 방식이나 정보의 필

요에 따라 스스로 학습의 길, 구조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닌 것으로 보인다(정인성, 나일주, 1989).

  Rha(2015)에 따르면 현재 gglearn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팻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

다. 첫째, 스팻 방식은 온라인 학습과 모바일 학습 등에서 비디오보다 더

욱 적절한 형태이다. 비디오 자료는 용량이 크며, 따라서 온라인 혹은 모

바일 환경에서 재생할 경우 재생이 끊기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다운로

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스팻 방식은 디지털 방식으로 압축된 포맷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적인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낮으며 훨씬 손쉽고 간편하게 학습이 가능하

다. 둘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스팻 방식은 학습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네트워

크 환경과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셋째, 스팻 방식은 학습자료를 단위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컨텐츠, 혹은 컨텐츠의 일부만을 선별

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학습 컨텐츠 자체

를 학습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순서 이동(shuffle), 조합이 가능

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맞춤형의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다. 넷째, 스팻 

기반의 학습에서는 학습자별로 학습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으며 반복

적이고 융통성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스팻을 통해 학습하는 

동안 어렵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정지하여 보다 숙고할 시

간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으며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부분으로 쉽게 이

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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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설명 출처

조직성의
원리

-거시적 수준에서 모듈의 포괄적 조직 구  
 조를 훑어볼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

한안나, 1996; Jonassen, 1986

분절성의
원리

-내용 조직 및 통합화 시간, 기억 용량 등  
 을  고려하여 내용을 분절적으로 제공
-학습 내용 중 일부를 미리 제시, 심화된  
 내용을 나중에 제시

Mayer & Chandler, 2001
Mayer, Mathias, &   
Wetzell, 2002; Pollock et al., 
2002

응집성의
원리

-내용과 관련 낮은 그림, 글, 소리 제거
-이미지, 오디오로 내용 이해가 충분할 경  
 우 텍스트 생략

Koroghlanian & Klein, 2004; 
Mayer, Heiser, & Lonn,   
2001
Mayer & Moreno, 1998; 
Moreno & Mayer, 1999; 
Mousavi, low, & Sweller, 
1995

부합성의
원리

-상징이미지는 학습자의 개념적 정신모델  
 에 부합하게 제공
-어울리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제공

김윤배, 최길열, 2005; 변현정, 
2011

근접성의
원리

-공간: 이미지 내 텍스트 삽입시 관련 이  
 미지에 근접제시
-시간: 관련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동시적으로 제시

Chandler & Sweller,   1991, 
1992; Kalyuga, Chandler, & 
Sweller, 1998; Mayer et al., 
1999 Purnell, Solman, &   
Sweller, 1991

2)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앞의 문헌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모바일 학습 설계원리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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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의 
원리

-적절한 수준의 추상성 가진 이미지 제공
-간결성, 명료성, 강조성있는 텍스트 제공
 :요약/중요도에 따라 크기, 색 차별화
-명료성, 강조성을 갖춘 사운드 제공

Allesi & Trollip, 2003; 
Dwyer, 1978; Goldstein, 
1999; Brewster et al., 1994;  
Heinich et al., 2005; 
Mautone & Mayer, 2001

친근성의
원리

-오디오는 문어체보다는 대화체 제공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 제공

Mayer, 2001, 2009

동기
유발성의 

원리

-시청각적 매력·흥미를 주는 이미지, 오디
오, 텍스트 제공

Allesi & Trollip, 2003; 
Cohen, 1993

분할성의
원리

-텍스트 화면구조의 헤더, 본문, 푸터 구분  
 및 텍스트 그룹핑

김세리, 2006; 성은모, 2009

(1) 조직성의 원리

  학습자로 하여금 모듈에 담긴 정보의 범위, 분량, 종류를 가늠하고 자

신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파악하며, 보다 용이하게 원하는 정보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한안나, 2006). 이를 위해 거시적 수준에

서 모듈이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정보를 모두 훑어볼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 브라우

징이 가능해질 경우 학습자는 전체 구조의 파악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의 

속도, 양, 시간, 경로를 융통성 있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Jonassen, 

1986).

(2) 분절성의 원리

  모듈의 내용을 구조화할 때에는 전체 내용을 학습자의 내용에 대한 조

직화 및 통합화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절하여 제시해야 한다. 전체 

내용을 이미지 단위로 어떻게 분절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결과

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Mayer & Chandler, 2001). 또한 내용의 분

절적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 내용 중 일부 요소들을 미리 제시하

고, 심화된 내용을 나중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순서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Mayer et al., 2002; Pollock et al., 2002). 즉 반드시 이미지 단

위로 내용 분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듈 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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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3) 응집성의 원리

  이미지를 오디오, 텍스트에 통합시킬 때에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그림, 글, 소리는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Mayer et al., 2001). 적절하지 않은 그림, 글, 소리를 단지 장식적 

목적이나 흥미 유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습자의 외재적 부하가 높

아져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지와 오디오, 이미지와 텍스트, 오디오와 텍스트, 혹은 이미

지, 오디오, 텍스트만으로 내용 이해가 충분할 경우 다른 양식의 정보는 

생략하는 것이 인지 부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Kalyuga et al., 2002; 

Moreno & Mayer, 2002). 즉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하여 제공하

는 것은 세 양식의 정보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 부합성의 원리

  텍스트, 이미지의 설계 시에는 학습자의 개념적인 정신 모델에 부합하

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한안나(2006)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화 과정에

서의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어떠한 대상이나 이미지에 대하여 추상

화된 어떠한 형식의 정보를 잠재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특

정한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역시 대상에 대해 지속적, 고정적, 안정

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따라서 학습

자의 개념적인 정신 모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정보를 구조화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시각적 인지 작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지영, 1998). 또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통합적 제시 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인지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Mountford & Gaver, 1990). 이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가 내포하

고 있는 의미에 서로 부합하는 정보 설계를 통하여 이 세 양식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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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을 보조하고 각 양식의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함이다(김태현, 2012).

(5) 근접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제시할 때 이미지에 공간적

으로 근접하여 텍스트를 제시하며,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오디오, 텍스

트 자료를 동시적으로, 즉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제시해야 함을 말한다. 

  먼저 공간적으로 인접하게 글과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는 비주얼과 해당 텍스트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선을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Chandler & 

Sweller, 1991, 1992; Kalyuga et al., 1998; Purnell et al., 1991).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오디오, 텍스트는 시간적으로도 근접하게, 즉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이 학습자의 내용 이해에 효과적이다. 

이미지를 제공한 후 오디오 자료를 제공하거나, 오디오 자료를 먼저 제

공한 후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가 정보

를 이중으로 부호화시키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며 결국 학습이 증진되기 때문이다(Mayer & 

Anderson, 1991, 1992; Mayer et al., 1999).  

  

(6) 경제성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통합적 제시 시 간결성, 명

료성, 강조성을 갖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Heins, 1984; Marcus, 1995).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정보의 표현 형식을 조절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미지의 선택 시에는 학습자의 수준, 학습 내용의 종류와 성격을 고

려하여 구체성과 추상성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시각적 재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추상적, 혹은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학습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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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Dwyer, 1978), 특히 초보 학습자일수록 과도

하게 풍부한 세부 묘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inich et al., 2002). 따라서 학습자

의 수준과 내용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이미지의 기본적인 의도가 

잘 전달되는 정도의 구체성과 추상성 수준의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

(McCloud, 1994).

  텍스트의 제공도 요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글씨 크기 및 색을 차별화해야 한다(Hershberger & Terry, 1965; Glynn, 

Brotton, & Tillman, 1985; Lorch, Lorch, & Klusewitz, 1995). 먼저 이미

지와 함께 텍스트를 제시할 경우 그 텍스트는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핵심

적인 것만을 압축적이면서도 인상 깊게 제공해야 학습자의 불필요한 인

지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오디오와 텍스트를 함께 제시할 경우에도 오디

오 나레이션 중 중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텍스트로 제시해야 

한다. 오디오 나레이션이 전부 텍스트로 학습자에게 제시될 경우, 이는 

중복적인 정보로서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높이고 학습에 전혀 도움을 주

지 않기 때문이다(Heins, 1984; Marcus, 1995). 

  오디오 역시 명료성과 강조성을 갖춘 사운드로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

적으로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은 음색, 톤의 변화 등을 통

하여 청각적으로 돋보이게 제시할 때, 내용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강조 

기법은 강조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차별화됨으로써 학습에 더 집중하

고 시연이 증가됨으로써 회상이 증가될 수 있으며(isolation effect), 중요

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되며(selective attention 

effect), 정보가 장기 기억에 보다 잘 부호화될 수 있는 등(encoding 

effect)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손지영, 2008). 뿐만 아니라, 미적 만족감, 

청각적 매력과 흥미를 일으키는 사운드 제공이 필요하다. 이미지 뿐 아

니라 오디오 역시도 학습자의 주의 집중과 동기 유발을 끊임없이 촉진해

야 하기 때문이다. 

 



- 67 -

(7) 친근성의 원리

  친근성은 학습자들에게 사회적 실재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학습

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학습자에게 사

회적 실재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문어체보다는 대화체의 오디오 나레

이션이 사용되어야한다. 기계음 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 방

식의 오디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오디오 자료가 제공될 때, 

학습자는 마치 강의자에게 면대면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아 

학습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동기유발성의 원리

  동기 유발성은 미적 만족감, 청각적 매력과 흥미를 일으키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제공하는 원리를 말한다(김태현, 2012; 변현정, 2011; 

성은모, 2009). 정서적인 설계 요소로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심미적

으로 표현하고, 친근감 있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에

게 미적 만족감, 시청각적 매력, 흥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Allesi & 

Trollip, 2003; Cohen, 1993). 시각적 정보로서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에

는 근접, 대칭, 유사, 페쇄성 등의 게슈탈트(gestalt) 원리에 따라 정보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심미적으로 시각화된 정보는 통일성과 통합성이 적

절하게 반영됨으로써 정보의 가독성도 높이기 때문이다(Mullet & Sano, 

1995). 또한 텍스트의 글자를 적절한 크기로 제시하고, 굵은체, 기울기체, 

색상 사용 등에 주의하고, 일반적인 범용 폰트를 사용하는 등의 지침을 

따르는 것 역시 가독성이 높으면서도 심미적인 텍스트 배치를 위함이라 

할 수 있다.결국 이러한 설계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줄 뿐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인지적인 도움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9) 분할성의 원리

  분할성은 텍스트, 오디오를 관련 내용끼리 분할하여 제공함으로써 학

습자가 내용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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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자텍스트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시선을 이동하는지, 즉 

시각적 흐름이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화면 구조를 분할하고 구성요소들을 

배치해야 한다(Gillani, 2003; Tidwell, 2010). 이러한 분할의 방법은 화면

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시각적인 인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박성익 외, 2011). 프레임을 헤더, 본문, 푸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본문도 내용의 양이 많을 경우 분할하여 제공하는 

편이 나으며, 정보의 내용별로 그룹핑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효과적

인 그룹핑과 분할을 통해 전자텍스트의 내용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다. 

  오디오 자료에서는 텍스트를 관련 정보끼리 그룹핑 하듯이, 관련성이 

높은 오디오 자료를 시간적으로 가까이 녹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음들

이 시간적으로 서로 멀고 가까운 것들이 있다면 가까운 것끼리만 집단화

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이석원, 1994). 즉 빠르게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음

들이 같은 집단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김태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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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Richey와 Klein(2014)이 개발한 모형 연구(model research)

의 방법 및 절차를 연구 전반에서 따르며, 특히 절차적 모형 도출에 있

어서는 Lee와 Jang(2014)의 교수설계모형 개발 방법론을 따르고자 한다.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Richey와 Klein(2014)의 모형 연구 방법론은 교육

공학 분야의 설계모형 개발 연구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Lee

와 Jang(2014)의 연구는 교수설계 분야의 2000여 편의 설계모형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교수설계 분야에서의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실

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방법론으로서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후, 본 연구의 방법으로서 모형 개발, 전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현장 평

가의 각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모형 개발 연구

  모형 개발 연구는 설계, 개발 연구 중 가장 일반화하기 쉬운 연구로 

설계모형 및 관련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Richey & Klein, 

2014). 모형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

는 새로운 지식이란 새로운 혹은 개선된 설계모형을 말한다. 설계모형 

연구는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절차와 조건, 테크닉을 

다룬다(Richey & Klein, 2014). 즉 설계모형에는 설계 절차와 함께 설계

원리가 포함되며 보다 완성도 있는 처방이 제시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모형 연구 유형은 모형 개발(model development), 모형 타당화(model 

validation), 모형 사용(model use) 연구이다. 모형 개발 연구는 설계 및 

개발과 관련된 구성요소 혹은 절차를 모형화하는 것이며, 모형 타당화 

연구는 모형의 구성 요소나 프로세스에 대한 내적 타당화(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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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function)

기반
(origin)

자료수집 원천
(source)

분석틀
(analysis scheme)

개념

절차*

이론 기반

수행 기반

혼합*

문헌*

이론적 산출물

실제 과제

모의 과제

수행가*

학자

요소 혹은 활동

ADDIE 및 일련의 절차*

직관적 설계 양식

기능, 이론적 구인, 지침

validation) 및 모형을 활용한 산출물의 영향에 관한 외적 타당화

(external validation)를 살펴보는 것이며, 모형 사용은 모형을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조건, 설계자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살펴본다(Richey, 

2005). 본 연구는 이 세 유형 중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연구를 아우른

다.

  또한 Lee와 Jang(2014)의 연구는 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견고한 방법론

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절차 모형 도출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

공하고 있다. Lee와 Jang(2014)에 따르면 설계모형 연구들의 경우 도출

된 모형의 신뢰도, 타당도, 유용성 등의 측면을 정당화하기 쉽지 않은 때

가 많다. 교수설계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성상 관련된 선행 연구의 

논리적 통합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고유한 설계 경험의 외부화를 통

해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Lee와 Jang(2014)의 연구는 절차적 설계모형의 개발 방법과 절차를 구

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표 III-1 참조>. 

<표 III-1> 교수설계모형 개발의 주요 차원(Lee & Jang, 2014) 

  <표III-1>에서 볼 때, 모형 개발은 그 모형의 기능에 따라 개념 모형과 

절차 모형으로 나뉜다. 개념 모형은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요소

들 간의 개념적 관계를 나타내며, 절차 모형은 수행의 절차를 도식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형을 개발하는 기반은 이론, 수행,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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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수행의 혼합 방법으로 분류된다. 이론 기반 절차 모형 개발은 직

접적으로 절차적 지식을 다루는 기존 이론이나 선행 문헌들에 기반하여 

절차를 도출하게 된다. 수행 기반의 절차 모형 개발은 실제 교수설계 프

로젝트나 모의 설계 작업을 관찰하거나 이러한 설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론과 수행의 혼합적 

방식을 통한 절차 모형 구안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혼합 방식은 선행 문

헌과 이론의 검토 결과로 1차 설계모형을 도출한 후, 교수설계자의 실제 

작업 관찰 혹은 인터뷰를 통해 모형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

이다(Lee, 2012). 

  다음으로 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의 원천은 문헌, 이론적 산출물, 실제 

과제, 모의 과제, 수행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 즉 문헌 연구나 이론적 산

출물들을 종합하거나, 실제 혹은 모의 과제의 수행 및 관찰을 통해 자료

를 얻거나, 혹은 수행가들을 관찰하거나 심층 면담함으로써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Lee & Jang, 2014).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 틀은 첫째, 요소 혹은 활동이 될 

수 있다. 즉 Tracey(2001), Peterson(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념적 모

형을 먼저 도출한 후 개념적 모형의 요소들을 활동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절차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유영만, 2002; Adamski, 

1998). 둘째, ADDIE의 절차를 분석 틀로 사용할 수 있다. Forsyth(1997),  

Alonso 외(2005)는 모형 설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이론의 시사점을 

ADDIE의 각 단계에 맞게 배열하여 이를 종합함으로써 절차 모형을 도출

한 바 있다. 셋째, 직관적 설계 양식의 방법이 있다. 나일주와 정현미

(2001), Jones와 Richey(2000), 장경원(2011), Lee와 Reigeluth(2009)의 연

구가 이러한 방식을 띄고 있다. 이 중 Lee와 Reigeluth(2009)는 교수설계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교수설계를 진행하는 절차적 지식에 관련된 심층 

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통된 패턴을 찾아내어 이를 절차 모

형으로 구안하는 휴리스틱 과제 분석(Heuristic Task Analysis: HTA)방법

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나일주와 정현미(2001)는 11인의 수행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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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작업을 관찰하고 이들에게 심층 면담을 하는 경험적 자료 수집

의 방법을 사용하여 웹기반 교수설계 절차 모형을 도출하였다. 넷째, 기

능·이론적 구인·지침 등도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려는 모형은 절차모형으로서, 수행 기반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나일주와 정현미(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수행가로부터

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절차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경험적 자료 수집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Forsyth(1997), 

Alonso et al.(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수집된 자료들을 ADDIE의 단계

별로 배열 및 종합하였다.  

  표<III-2>는 Richey와 Klein(2014)이 제안한 모형 연구 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그에 대한 연구활동 및 산출물을 기술한 것이

다. 

  Richey와 Klein(2014)에 따르면 모형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

하며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모형 연구의 특성상 양적 연구에서 행해지는 통

제가 적용되기 힘들고, 대개 탐색적 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모

의 프로젝트보다는 실제 프로젝트를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설계 및 개발 연구와 다른 연구를 구별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셋째, 다양

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즉 많은 유형의 연구방법이 사용될 뿐 아니라 

연구자는 각 방법의 장점을 살린 다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개발을 위하여 문헌 연구, 경험적 자료수집을 실

시함으로써 초기 모형을 구축하였다. 내적 타당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검

토, 사용성 평가를 활용하여 모형을 수정, 보완하였다. 외적 타당화를 위

해서는 초보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와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Lee와 Jang(2014) 역시 모형 개발의 방법으로 

관련 문헌 연구, 실제 혹은 모의 설계 과제 자료 수집, 학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 Richey와 Klein(2014)이 제시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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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연구

모형 개발

문헌 연구*, 

사례 연구, 

평가

내용 분석

현장관찰

심층 면담*

모형 타당화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구성요소 탐색

외적 타당화
현장 평가

실험*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

<표 III-2> 모형 연구의 방법 및 절차(Richey & Klein, 2007)

  [그림 III-1]은 본 연구의 단계와 그에 따른 세부 단계 및 연구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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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발

1. 선행문헌 검토
2. 경험적 자료 수집
3. 시사점 도출
4. 변인 및 절차로 시사점 분류
5. 변인과 관련된 설계원리 개발
6. 1차 설계모형 개발

1차 전문가 검토
1. 교수설계 전문가로부터 1차 타당화
2. 2차 설계모형, 원리 개발

1, 2차 

사용성 평가

1. 교수설계자들의 설계모형과 원리에 따른     
  교수설계 과정을 관찰
2. 교수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
3. 3, 4차 설계모형 개발

2차 전문가 검토

1. 교수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 설계모형
에 대한 타당화

2. 개발된 설계모형에 따른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 개발

3차 사용성 평가 및

실험

1. 초보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

2. 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팻 기반의 모바

일 학습자료를 통한 학습 진행 및 모바일 학

습자료에 대한 사용성 평가

[그림 III-1] 본 연구의 단계 및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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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개발

  본 연구는 모형 개발을 위하여 먼저 수행가들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

습자료 설계에 대해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종합하여 1차 설계모형을 개

발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자료 설계모

형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

료 설계 경험이 있는 교수설계자 대상의 심층 면담을 통해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절차 및 원리와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

다. 셋째, 수집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절차를 ADDIE 모형에 

맞추어 배열한 뒤 분석 및 종합하였다. 넷째,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스

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위한 1차 설계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 받

아 연구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승인번호: IRB No. 1510/001-028

- 승인날짜: 2016.6.13

1) 문헌 연구

  모형 개발을 위한 문헌 연구는 관련 문헌을 찾아 선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러한 시사점을 조직 및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Dick, 1997). 본 연구에서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

발하기 위하여 인지심리학, 매체, 모바일 학습, 정보 설계의 네 분야에 

관련된 선행 문헌의 고찰을 토대로 모바일 학습을 위한 스팻 기반 모바

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째, 인지심리학 분야의 정보처리이론, 이중부호화이론, 인지부하이론 관

련 연구를 검토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둘째, 매체 이론, 시청각 매체 발달의 흐름, 교수와 학습

에서 시청각 매체의 효과성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시청각 매체로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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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모바일 학습의 개념, 특성을 고찰하고 설계원리와 설계모형을 탐색하였

다. 넷째,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설계의 주요 요소와 설계원리를 검

토하였다. 이러한 네 영역에서 살펴본 선행 문헌의 고찰 결과를 토대로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문헌 연구 과정은 조사, 선정, 분석, 및 종합의 단계로 진행

되었다. 첫째, 조사 단계에서는 주제의 범위에 따른 조사 방법(Bidwell & 

Jensen, 2003)과 자료 종류에 따른 조사 방법(Gall, Borg, & Gall, 1996)

을 활용하였다. 관련 주제는 멀티미디어 학습, 멀티미디어-모바일 학습, 

이미지·오디오·텍스트 통합, 이미지·오디오·텍스트-모바일 학습, 등의 소주

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도서, 연구 논문, 기관 연구 보고서, 학술 

대회 발표 논문, 매거진 등의 자료 종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문헌 

탐색은 국내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RISS, DBPIA 등, 국외로는 구글 학

술검색, 위키피디아 및 ERIC, Springerlin, Jstore, sciencedirect 등의 데이

터베이스에서 주제별 키워드를 사용하여 적절한 문헌을 탐색하였다. 뿐

만 아니라 선행 연구 조사 작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글 학술

검색 알리미(http://scholar.google.co.kr)를 활용하여 관련 주제와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 관련 최신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행문헌 선정 단계에서는 Hart(2001, 2008)가 제시한 권위

(authority), 파급력(seminal), 관련성(relevance) 선정 기준에 따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절한 연구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선별

된 문헌들이 인용한 참고문헌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관련 있는 논문들 

중 계속적으로 비중 있게 언급되는 문헌들은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확인

하였다. 

  셋째, 선행문헌 분석 단계 역시 Hart(2001, 2008)의 제안을 따라 선정

된 연구들을 관련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연구 주요 결과들을 요약 및 

정리하였으며, 주요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과 원리 구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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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자 소속 구분 교수설계 경력
A 서울대 박사수료 8년
B 미시건대 박사수료 6년
C 서울대 박사수료 5년
D 서울대 박사수료 3년
E 서울대 석사과정 5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선행문헌 결과 종합 단계에서는 검토한 연구들을 범주화, 대응 

등을 통해 정리하고 요약하였다(Hart, 2001, 2008). 선행문헌 검토 결과

를 바탕으로 설계모형과 원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원리들을 일

정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 재구조화하여 정리해볼 수 있었다.   

2) 경험적 자료 수집

  1차 설계모형을 구안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경험이 있는 교수설계자 6인을 대상으

로 설계 과정, 설계상의 장단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각 1시

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1) 교수설계자 선정

  면담을 위해 선정된 교수설계자는 3년 이상의 교수설계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분야 전공자 6인이다<표 III-3 참조>. 

<표 III-3. 교수설계 전문가 프로필> 

(2) 심층 면담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설계 과정, 스팻 기반 교수설계 시 어

려웠던 점, 개선이 요구되는 점, 안내가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계자별로 

한 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토대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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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절차를 확인하고, 문헌 검토를 통해 도

출하였던 설계원리와 종합하여 1차 설계모형을 도출하였다. 설계모형의 

도출은 Forsyth(1997),  Alonso 외(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각 교수설계자들의 설계 절차를 ADDIE 모형의 절차에 맞게 배열한 뒤, 

그 결과를 분석 및 종합함으로써 구안되었다(Lee & Jang, 2014). 또한 

설계원리는 기존에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원리들과 교수설계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원리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면담

에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 3]에 첨부하였다.

 

3. 모형 타당화

  모형의 타당화는 모형과 그 모형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 세계를 최대

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모형의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

하는 과정이다(나일주, 정현미, 2001). 그간의 교육공학 분야 모형 개발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된 Rubinstein의 모형 타당화 과정에 따르면 모형

의 타당화 과정은 (1)모형의 개발, (2)실제 세계를 측정하고 관측하는 데

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과 해석력 검증, (3)오류 요소나 간과된 요소들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모형 수정의 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순환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내적 타당도는 새로운 도구

를 개발하는 경우 그것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분야 내용 전문가의 검토를 받음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백순근, 2004; 성

태제, 2002; Davis, 1992; Gall et al., 2003; Grant & Davis, 1997; 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 2003). 

  본 연구 역시 이러한 Rubinstein의 모형 타당화 방식을 따라 본 연구

의 내용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 문헌 검

토와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해 도출된 1차 설계모형에 대해 1차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여 1차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2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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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도출하였다. 

  2차 설계모형에 대해 1, 2차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데, 이때에는 교수설계자와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

문가들로 하여금 연구자가 개발한 설계모형과 원리에 따라 스팻 기반 모

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해보도록 한 후,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뒤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4차 설계모형을 개

발하였다. 

  4차 설계모형에 대해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타당도를 평가

받았다. 

  그 뒤 4차 설계모형이 실제 교수설계와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를 알아보고자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3차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학습자 대상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86명의 S대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와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

료를 각각 일주일에 걸쳐 학습하게 한 후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설계모형과 원리의 학습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후 효과성 검증에서 제

안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일부 수정하였다. 이상의 모형 

타당화 절차 및 방법은 <표 I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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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목적 방법 전문가

1차 전문가 타당화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

교수설계 전문가 3인,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3인

2,3차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3인, 

교수설계자 4인(초보 교수설계자 

2인 포함)

4차 전문가 타당화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

교수설계 전문가 3인,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1인

5차 외적 타당화
사용성 평가 

및 심층 면담
초보 교수설계자 6인

실험 외적 타당화

실험, 

사용성 평가 

및

심층 면담

학습자 86인

<표 III-4> 모형 타당화 절차 및 방법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을 고려하여 교수설계자, 온라

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선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론적 분야의 전문가 선정 기준은 전문 분야에서

의 자격증, 연구 주제 관련 논문 게제 및 발표 실적을 통해 전문성을 고

려한다(Davis, 1992). 또한 현장 전문가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의 경력을 

고려할 때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Ericsson & Charness, 1994).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기준

은 해당 분야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현업 경력 10년 이상인 자, 연구 주

제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였

다. 각 절차별 전문가 타당화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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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 전문분야 경력

A 중앙대 연구교수 교수설계 11년

B 홍익대 초빙교수 교수설계 10년

C 서울대 연구교수 모바일 콘텐츠 설계 10년

1) 1차 전문가 검토

  

(1) 목적

  1차 전문가 검토의 목적은 모형이 도출된 과정에 대한 타당도 및 개

발된 모형의 내적 타당도를 검증받음으로써, 모형을 개선하는 데에 있었

다. 또한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설계 과정

을 파악함으로써 모형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 전문가 선정

  교수설계 전문가 3인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3인에게 1차 설

계모형과 원리의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교수설계 전문가 3인은 모

두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모두 10년 이상의 교수설계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경험도 수회 있는 이들

이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3인 역시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설계 경력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원격교육, 모바일 콘텐

츠 설계 및 개발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이들이었다<표 III-5 참조>. 

<표 III-5> 1차 전문가 평가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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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검토 절차

  전문가 검토 절차는 연구자와 전문가의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

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개발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의 

도출 과정, 도출된 모형 및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문가로부터 질문 

및 의견을 듣고 답하였다. 그 뒤 전문가가 타당화 검사지에 응답하는 형

태로 이루어졌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는 [부록 4]에 첨부하였다.  

  1차 타당화를 위한 타당화 검사지는 ① 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안

내 자료, ② 전문가가 본 설계모형의 개발 절차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은 설계모형과 원리의 도출 

과정의 타당화를 위하여 진성희(2009), 김선영(2013)이 사용한 문항, 설

계모형과 원리의 내용 타당의 측정을 위하여 나일주와 정현미(2001), 장

선영(2011), 이지현(2012)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부록 4] 참조).  

  1차 타당화 작업 이후 전문가의 타당화 검사 결과는 Rubio 외(2003)가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

도 지수(Inter-Rate Agreement, IRA)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

된 타당화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의 응답이 3 또는 4인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 1 또는 2인 경우에는 부정적 응답으로 결과를 분석, 처리하였다. 

그 후 긍정적 응답을 한 전문가 수를 전체 전문가 수로 나눈 값을 내용

타당도 지수(CVI)라 하며, 5∼9인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지수의 평균이 

.80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Grant & Davis, 1997). 또한 평가

자 간 일치도 지수(IRA)는 평가자 간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 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눈 값으로, 내용 타당도 지수와 같이 .80 이상이면 전문가

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Rubi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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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 전문분야 경력

A 알파코 선임 모바일 콘텐츠 개발 8년

B 서울대 석사과정 교수설계 3년

C 서울대 석사과정 교수설계 3년

D 방송통신대 연구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 11년

2) 1차 사용성 평가

  2차 설계모형의 타당도를 검증받고, 모형을 더 정교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검토가 교수설계 전문가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용성 평가는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

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2인, 초보 교수

설계자 2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2인은 ① 다양한 유형의 교수와 학습 현장에서 10년 이상 교수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② 특히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학습 콘텐츠

를 설계한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로 선정하였다. 기업에 소속된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1인, 대학에 

소속된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초보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 경력이 3년 정도이며 

대학에 소속된 이들로 선정하였다<표 III-6 참조>.

<표 III-6> 1차 사용성 평가자 프로필

  이 단계에서 사용성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설계자나 개발자가 

모형을 얼마나 쉽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함이며(Richey & Klein, 

2007), 설계모형에서 제안하는 절차와 그것이 처방하는 원리가 실제 모

바일 학습 설계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실제로 잘 실행할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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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성은 사용 편의성(usability)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사용성은 

교수설계자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을 활용하여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실시된 사용성 검사는 교수설계자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자료 설계모형에 따라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활용 용이

성과 학습 효과 측면에서의 인식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Bevan, Kirakowsk와 Maissel(1991)은 사용성 검사 도구의 세 유형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맥락 중심의 사용성 검

사를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사용성 검사 도구는 ① 산출물의 설계

가 얼마나 인간공학적인가를 평가하는 산출물 중심의 관점, ② 사용자들

의 산출물 활용 시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력 소모되는가와 그 활용의 태

도가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 ③ 사용자와 산출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평가하는 사용자 수행 중심의 관점으로 분류된

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맥락 중심의 관점이란 사용자들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산출물을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사

용하고, 앞으로의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관점

이다. 사용성 관련 연구들의 많은 수가 사용자 중심과 맥락 중심의 관점

을 혼용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e 

et al., 1990; Nielsen, 1993; Shneiderman, 1998).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

한 평가는 크게 활용 용이성(ease of use), 학습 효과성(effectiveness of 

learning), 만족도(satisfaction of use)로 구성된다(성은모, 2009; 진성희, 

2009; 한안나, 2006; Bevan et al., 1991; Neilsen, 1993).

  본 연구 역시 사용자 중심과 맥락 중심의 관점으로 진성희(2009)와 

Tracey(2001)의 사용성 평가 문항을 수정 및 종합하여 사용성 평가 도구

를 개발하였다. 모형 전반 및 활용 용이성은 모형이 전반적으로 설명성, 

체계성을 갖추었으며 모형의 각 단계들의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와 교

수설계자가 본 모형을 활용하여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했는가를 평가한다. 학습 효과성은 모형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스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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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질문내용

활용 용이성

1. 설계모형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2. 설계모형을 통한 학습 설계의 편리성

3. 설계모형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성

4. 설계모형의 시작과 끝의 명료성

5. 설계모형의 설명성

6. 설계모형의 체계성

7. 설계모형의 단계와 활동들의 명확성

8. 설계모형의 단계 간 관계의 명확성

9. 설계모형의 단계들의 포괄성

학습 효과성

10. 인지 부하 감소

11. 학습 페이스(속도, 진도) 조절의 용이성

12. 맞춤형 학습(선별적/반복적 학습)의 수월성

13.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14.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가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교수설계자가 인

식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교수설계자가 본 모형

을 활용한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이러한 방

식의 모형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 설계를 향후 다른 콘텐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다른 콘텐츠에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용성 검사 문항은 교육공학 박사 2인과 교육공학 박

사 수료 1인의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 최종 개발된 사용성 평

가 문항의 구성은 <표 III-7>와 같다. 사용성 검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활용 용이성, 학습 효과성, 만족도 세 요소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각각 

Cronbach α=.68, Cronbach α=.85, Cronbach α=.88로 나타났다. 사용성 

설문지는 [부록 5]에 첨부하였다.

<표 III-7> 교수설계자 대상 사용성 평가 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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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형을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일반화 가능성

18. 모형을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추후 활용 가능성
모형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

19. 제공된 모형의 장점과 단점

20. 제공된 모형의 보완 및 개선사항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성 평가 대상자들에게 모의 개발 과제의 주

제로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공하고 이러한 내

용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제공한 2차 설계모형과 원리에 따라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해보도록 하였다.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 

시, gglearn Tutor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들의 설

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였으며 설계가 끝난 뒤에는 본인들의 

설계 과정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평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한 모의 개발 과제의 주제로 

제공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대한 자료는 [부록 6]에 첨부하였다. 또

한 1차 사용성 평가자들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화면의 예시를 [부록 

7]에 첨부하였다.

3) 2차 사용성 평가 

  1차 전문가 타당화와 1차 사용성 평가 후, 모형과 원리를 수정하여 3

차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한 2차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사용성 

평가의 목적이 모바일 콘텐츠 개발의 현장 경험을 가진 실무자, 초보 교

수설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모형과 원리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사용성

을 일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2차 사용성 평가의 목적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5년 이상의 경

력을 가진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본 모형과 원리의 사용성을 평가받는 데

에 있었다. 

  모바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2인, 교수자 2인을 대상으로 3

차 설계모형과 원리의 사용성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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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 전문분야 경력

A 포스코 인재원 매니저 모바일 콘텐츠 설계 11년

B 대림초등학교 교사 교수 및 교수설계 11년

C 다원교육 강사 교수 및 교수설계 7년

D 서울대 연구교수 모바일 콘텐츠 설계 11년

형과 원리의 장단점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바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2인은 ① 다양한 유형의 

교수와 학습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교수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②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학습 콘텐츠를 설계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온

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로서 기업 및 학교에 소속된 1인씩

을 각각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자는 학교 및 사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교수설계를 하고 있는 이들을 각각 1인씩 선정하였다. 

<표 III-8> 2차 사용성 평가자 프로필

  2차 사용성 평가 도구는 1차 사용성 평가 도구와 동일하며, 사용성 평

가의 방법 또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및 구현 화면은 [부록 8]에 첨부하였다.  

  

4) 2차 전문가 검토

  2차 사용성 평가 후 도출된 모형과 원리에 대하여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전문가 검토 및 사용성 평가의 목적이 모형과 원리

의 검증 뿐 아니라 수정 및 보완에 있었다면, 이번 2차 전문가 타당화의 

목적은 4차 설계모형과 원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함이었다. 교수설계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관련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본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2차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프로필은 <표 III-9>와 같으며, 전문가 타당화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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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 전문분야 경력

A 서울대 연구원 교수설계 15년

B 서울대 강의조교수 교수설계 13년

C 청강문화산업대 연구교수 교수설계 11년

D 포스코 인재원 매니저 모바일 콘텐츠 설계 14년

구분 소속 직위 전문분야 경력

[부록 10]에 첨부하였다. 

                   <표 III-9> 2차 전문가 검토자 프로필

5) 3차 사용성 평가

  3차 사용성 평가의 목적은 4차 설계모형과 원리가 교수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즉 이전의 사용성 평가의 목적이 현장에서 

모형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데 있었다면 

3차 사용성 평가의 목적은 개발된 4차 모형의 실제적 사용성을 검증하

고자 함이다. 3차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초보 교수설계자는 웹이나 모바

일 기반의 학습 콘텐츠 설계 경력이 3년 미만이며 대학에 소속된 6인이

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3차 사용성 평가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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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대상자들에게 모형과 원리에 대

해 설명하였다. 그 후 약 1시간에 걸쳐 본 모형과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들은 ‘gglearn Tutor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는 약 1시간 분량의 스

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하였다. 학습자료 설계 시, 연구자는 대

상자들로 하여금 gglearn Tutor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의 설계 과정을 관찰하였다. 설계가 모두 완료된 뒤 연구자는 사용성 평

가를 진행하였으며, 모형과 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 등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지는 기존의 사용성 평가지와 동일하다.

6) 실험

  실험의 목적은 4차 설계모형과 원리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4차 설계모형을 따라 연구자는 모바일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학습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설계모형과 원리의 학습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제안된 설계모

형이 학업성취도 및 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 

설계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1) 실험 대상

  실험은 S 대학의 교육학개론 강좌를 수강하는 86명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환경이 모바일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실험 대상

자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자유로운 정도의 ICT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모바일 학습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모바일 학습 경험에 익

숙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집단이 S 대학의 대학생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대상자들은 

이미 교육학개론 수업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바일 학습을 경험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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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사용에 능숙할 뿐 아니라, 모바일 학습 경험에도 익숙한 집단

이었다.

  

(2) 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표 III-11>과 같다. 먼저 동질한 집단 구성을 위해 대상

자 86명을 무선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별로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

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각각 제공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은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해당 앱을 통

해 학습을 하였으며 본인이 어떠한 처치 집단에 속하는지는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두 학습자료는 서울대학교의 모바일 학습 앱인 

‘SNU smart on’에 탑재되었고 학생들은 이 앱을 통해 각각의 학습자료

를 다운받아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모든 실험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실험처지 사후검사

실험집단(n=42) X1 O

통제집단(n=44) X2 O
  X1: 모형이 적용된 학습자료

  X2: 모형이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

                                    O: 사후 검사(사용성 평가)

<표 III-11> 실험설계

(3)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

습자료와, 연구자가 설계모형과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스팻 기반 모바

일 학습자료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자는 서울대 이면우 교수의 



- 91 -

설계모형이 

적용된 학습자료

설계모형이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

이미지(화면) 수 274 장면 232 장면

오디오 시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텍스트 단어량 2773개 2092개

3시간 30분 분량의 창의성 강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본 설계모형과 원

리를 반영하여 스팻 형태의 모바일 학습자료로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수정되어

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수설계 전문가로서 교육공학 박사 

2인, 박사과정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해당 동영

상 자료에 대해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수설계자 3인이 기존에 상식 선에

서 개발해놓은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두 학습

자료를 각 집단에게 제공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

용된 학습자료는 전체 화면 수는 274 장면, 시간은 총 3시간 30분이었으

며,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는 전체 화면 수는 232 

장면, 총 3시간 30분으로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분할된 화면 수가 적

었으며 화면당 지속 시간이 길었으나 전체 학습 시간은 동일했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두 학습자료의 형식 비교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와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

된 학습자료는 [그림 III-2~10]과 같이 다르게 설계되었다.

  먼저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자료에서는 [그림 III-2]과 같이 조

직 구조, 소도입 및 소종결 제시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모듈의 목차와 

요약, 각 단위내용의 목차와 요약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

적으로 내용의 포괄적 조직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복습 및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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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울 수 있다. 반면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는 

내용에 대한 목차, 요약 등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거시적 수준에서 내

용 구조 파악, 내용의 정리나 복습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그림 III-2] 조직구조, 소도입 및 소종결 제시 적용

 

 또한 [III-3]과 같이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자료(좌)는 적절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이미지는 내용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텍스트는 이러한 이미지의 내용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언어적 개요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림상에는 보여

지지 않고 있으나 텍스트가 제공하는 언어적 개요를 오디오가 보다 풍부

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

는 다양한 양식이 효과적으로 어우러지며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

나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 자료(우)의 경우 텍스트가 이

미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디오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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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적절성(적용: 좌, 미적용: 우)

  [그림 III-4]는 상호보완성의 원리가 적용된 예(좌)와 그렇지 않은 예

(우)를 보여주고 있다.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자료(좌)에서는 이

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서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미지로

서 교수자의 사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화면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미지만으로 해당 화면의 내

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텍스트는 해당 이미지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화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약은 해당 화

면의 오디오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이기도 하다. 반면 설계모형과 원

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우)는 이미지가 화면 내용에 대해 대표성

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를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텍스

트가 이미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텍

스트는 오디오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요약으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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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상호보완성(적용: 좌, 미적용: 우)

  다음으로, [그림 III-5]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

습자료(좌)는 미니멀리즘의 원리에 입각하여 텍스트가 효과적으로 그룹

핑 되고, 텍스트에 대한 요약이 헤더로서 한 번 더 간결하게 제시되고 

있어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우)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효과적으로 그룹핑되지 않았으며, 헤

더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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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I-6] 행동 유도: 학습을 위한 준비

(적용: 좌, 미적용: 우)

 [그림 III-6~8]은 행동 유도의 원리 중에서도 ‘학습을 위한 준비’, ‘주의 

집중’, ‘학습 마무리’를 조력하는 지침이 적용된 예와 그렇지 못한 예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설계모형이 적용된 학습자료는 학습자료의 첫 

화면에 해당 학습자료의 시간, 대략적 진행 양상을 알려줌으로써 학습자

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모형과 원리

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는 이러한 안내가 부족하여 학습자들의 효과

적인 워밍업을 조력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III-6] 참조). 또한 설계 모형

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자료는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는 화면의 경

우 이미지상에 강조 신호를 제공하고, 오디오로서 소리효과를 제공하며, 

텍스트로서도 본 화면이 중요함을 안내하여 학습자들이 핵심적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

지 않은 학습자료는 주요 화면에 대한 이와 같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전반을 통한 강조 신호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그림 III-7] 참조). 뿐만 

아니라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 자료의 경우 학습 마무리 화면에

서 학습자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음악, 긍정적

인 텍스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보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그러나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는 이러한 

보상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못하였다([그림 III-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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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행동 유도: 주의 집중

(적용: 좌, 미적용: 우)

             [그림 III-8] 행동 유도: 학습 마무리

(적용: 좌, 미적용: 우)

  

 [그림 III-9~10]은 실재감 형성의 원리가 적용된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9]에서와 같이,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자료(좌)는 학습

자료의 진행 중간에 강의자 사진, 강의실 풍경 등을 제공하는 등 학습자

들에게 실재감을 주려는 장치들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설계모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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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우)는 이러한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마련되

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학습자료는 

[그림 III-10]과 같이 도움말이나 안내가 필요한 화면의 경우 텍스트로 대

화체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보다 실재감과 친근감을 느끼

게 할 뿐 아니라 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자료의 경우 이러한 텍스트가 제

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III-9] 실재감 형성: 강의자 사진 제공

(적용: 좌, 미적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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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습자료에 대한 추가적 예시 화면은 [부록 11]에 첨부하였다.

(4) 검사 도구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도구 개발에 있어 ‘사용성(usability)’은 학습

자가 주어진 스팻 기반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여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학습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사용성 검

사는 연구자가 제공한 두 방식의 콘텐츠, 즉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르지 

않고 상식선에서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와 모형에 따라 개발된 모바일 콘

텐츠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진성희, 2009).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 도구 역시 교수설계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 

도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중심과 맥락 중심의 관점을 혼용하여 개

발되었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크게 활용 용이성, 학습 효과

성, 만족도로 구성된다(성은모, 2009; 진성희, 2009; 한안나, 2006; Bevan 

et al., 1991; Neilsen, 1993). 먼저 본 평가 도구에서 말하는 활용 용이성

은 학습자가 콘텐츠를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학습했는가를 평가한다. 학

습 효과성은 해당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만족도는 학습자가 제공된 콘텐츠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얼

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제공된 콘텐츠와 같은 방식을 다른 콘텐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공된 콘텐츠와 같은 방식의 콘텐

츠로 추후에 학습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검사 도구

는 교육공학 박사 2인과 교육공학 박사 수료 1인의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부록 10 참조]. 평가 문항의 구성은 <표 III-13>과 같다. 

또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활용 용이성, 학습 효과성, 만족도 각각 

Cronbach α=.77, Cronbach α=.86, Cronbach α=.89였다.

<표 III-13> 학습자 대상 사용성 검사 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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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질문내용

활용 용이성

1.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2.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의 편리성

3. 콘텐츠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성

학습 효과성

4. 인지 부하 감소

5. 학습 페이스(속도, 진도) 조절의 용이성

6. 맞춤형 학습(선별적/반복적 학습)의 수월성

7.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8.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만족도

9. 콘텐츠를 통한 학습의 흥미성

10. 콘텐츠 형태 및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11. 콘텐츠 형태 및 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12. 콘텐츠 형태 및 방식의 추후 활용 가능성

모형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

13. 콘텐츠 형태 및 방식의 장점과 단점

14. 콘텐츠 형태 및 방식의 보완 및 개선사항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스팻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실험자 중 10명을 대상

으로 해당 학습자료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와 

피실험자가 1대1로 만나 약 한 시간여의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학

습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의 장점, 단점, 개선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

행하여 이루어졌다. 그 후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4차 설계

원리를 수정 및 보완한 최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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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

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 고찰과 경험적 자료수집을 실시하

여 1차 설계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설계모형의 타당화를 위하

여 2회의 전문가 검토 및 2회의 대상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셋째, 

모형의 외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수설계자 대상의 3차 사용성 

평가, 학습자 대상의 실험을 통해 개발된 4차 모형이 각각 교수설계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넷째, 효과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4

차 설계원리를 다시 수정하여 최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1. 설계모형 개발 결과

  설계모형 개발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하여 스팻 기

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표 II-6>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에 제시되었다. 이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도출하고 앞에 개발된 설계원리를 수정 및 보완하

기 위하여 경험적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문헌 고찰과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해 도출된 1차 설계

모형과 원리,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2차 설계모형과 

원리, 1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3차 설계모형과 원리, 2

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4차 설계모형과 원리, 그리고 4

차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3차 사용성 평가 및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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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적 자료 수집 결과 및 1차 설계모형 개발 결과

(1) 경험적 자료 수집 결과

  교수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 관한 심

층 면담을 통해 스팻 기반 자료 설계의 과정, 설계상의 편한 점과 어려

운 점,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스팻 방식의 장단점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교수설계자들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과정은 Lee

와 Jang(2014)이 제안한 절차적 모형 개발 방법론을 따라 모형화하였다. 

즉 ADDIE 모형을 기본 틀로 하여 교수설계자들의 설계 과정을 종합하여 

절차 모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표 IV-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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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자

분석 설계 개발

A

-개발 목적, 학습
자, 기대하는 모
습
-시간, 매체 유형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내용 선정
-시퀀스구상(이미지화)
-씬별 내용 선정(ppt )

-화면별로 선정된 내용에 맞게 파워포인트로 
스토리보딩(스토리보딩과 동시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제작 및 수시로 모바일 기기 테
스트) 및 업로드
-형성평가(학습효과, 모바일 사용성 평가) 후 재
제작(화면 순서 수정, 화면 첨가·제거, 화면별 
수정·보완) 

B

-개발 목적, 학습
자, 최종 모습
-모듈 크기, 매체 
유형

-학습 목표 선정
-학습 내용 추출
-모듈/단위내용/화면별 
구조화(그려봄)

-화면별로 들어갈 내용에 맞게 파워포인트 상
에 해당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스토리보딩 및 
제작
-중간 개발물을 수시로 모바일 기기 테스트, 업
로드
-형성평가(학습효과, 모바일 사용성 평가) 후 재
제작(화면 순서 수정, 화면 첨가·제거, 화면별 
수정·보완)

C
-목적, 학습자
-개발 환경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내용 선정
-내용 구조화(ppt)

-구조화된 내용에 맞게 파워포인트로 화면별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자료 스토리보딩 및 제
작, 업로드

D
-목적, 학습자, 
기대하는 모습
-시간, 매체 유형

-학습 목표 확인
-내용 시퀀스구상(ppt)

-화면별로 파워포인트로 스토리보딩(이미지,텍
스트,오디오 제작과 동시, 순환적으로)
및 온라인에 업로드

<표 IV-1> ADDIE의 틀에 맞추어 분류한 교수설계자들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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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목적, 학습자
-개발 환경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내용 추출
-모듈/단위내용/화면별 
내용 구조화(액셀)

-액셀에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에 대한 스토리
보딩(스토리보딩과 동시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제작 및 수시로 모바일 기기 테스트) 및 
업로드

- 모 바
일 앱 
매뉴얼 
별 도 
제공

F
-목적, 학습자
-시간, 매체 유형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내용 추출
-시퀀스 구상(워드)

-구상한 화면별 순서대로 워드에 표를 만들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스토리보딩(이미지, 텍
스트, 오디오 제작 및 수시로 모바일 기기 테스
트를 동시적, 순환적으로 진행) 및 온라인 통합

- 모 바
일 앱 
매뉴얼 
제공

종합

-요구분석: 개발 
목적, 대상, 기대
-개발 환경분석: 
모듈 크기, 학습 
시간, 매체 유형

-학습 내용 선정(학습 
목표 선정, 학습 내용 
추출)
- 내용 구조화(모듈/단

위내용/화면별로)

-스토리보딩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제작
-온라인 통합
-형성평가(학습효과, 모바일 사용성 평가) 후 재
제작(화면 순서 수정, 화면 첨가·제거, 화면별 
수정·보완)

-앱 매
뉴 얼 
제 공
( 사 용 
안내)

-학습 
효과
-모바
일 
사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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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V-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설계자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었지만, 설계 절차에서 공통된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분석(Analyze): 학습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분석으로서 

개발 목적, 대상 학습자, 기대에 대한 분석, 환경분석으로서 모듈 크기 

및 학습 시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② 설계(Design): 학습내용 선

정으로서 학습 목표 선정 및 학습 내용 추출, 내용 구조화로서 모듈·단위

내용·화면별 구조화 작업이 진행된다. ③ 개발(Development): 스토리보

딩, 정지이미지·오디오·텍스트 자료의 제작 및 추출, 온라인 통합이 이루

어진다. 이 세 과정은 순환적으로 진행되며 개발의 과정 중에 수시로 모

바일 기기에 직접 테스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세 요소의 통합이 진행되며 온라인 혹은 모

바일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개발 후에는 형성평가를 

통하여 개발된 자료의 학습 효과 및 모바일에서의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

지며 이러한 형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의 재제작이 손쉽게 이루

어진다. 즉 화면 순서의 재구성, 화면의 첨가 및 제거, 화면별 수정 및 

보완이 손쉽게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④ 실행(Implement): 이 단

계에서는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로 실제 교수와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실행 뒤에도 피드백을 통해 콘텐츠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손쉽게 이루

어진다. ⑤ 평가(Evaluation): 앞의 형성평가와 달리 이 단계는 최종적으

로 완성된 콘텐츠의 학습 효과와 모바일 사용성 평가가 진행된다. 

   또한 면담을 통해 도출한 추가적인 설계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목차 

제시: 일종의 선행 조직자로서 도입부에 모듈의 목차를 제시한다. ② 요

약자 제시: 단위 내용이 끝난 뒤나 전체 내용이 모두 끝난 뒤 요약자를 

제시한다. ③ 마일스톤 설정: 전체 내용을 몇 가지 단위내용(대상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5~10분 내로 설명될 분량)으로 구성한다. ④ 동일 구조 

반복: 이해가 쉽도록 설명-예-문제풀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를 반복적으

로 진행한다. ⑤ 소의미단위 분절: 학습자가 내용을 조직·통합화할 시간 

및 기억용량을 고려하여 1분 내외, 최대 2분 이하로 설명될 분량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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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다. 또한 학습자 수준별로 선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념, 예시, 문

제풀이, 난이도별로 각각 분절한다. ⑥ 현 정보 노출: 화면 내에서 이미

지, 텍스트는 오디오와 동시에 제시하되 순차적 제시보다는 일괄적 제시

를 지향한다. ⑦ 중복적 제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한 화면 내의 이미

지, 텍스트를 모두 제시한다. 그렇게 할 경우 이미지만 보아도 내용을 개

관할 수 있다. ⑧ 개별화: 학습자가 정지이미지와 텍스트의 확대 및 축

소, 오디오의 속도조절 및 음소거가 가능하게 한다. ⑨ 친근감 조성: 강

의자의 사진을 화면 한 쪽에 제공한다. ⑩ 신호 제시: 내용 분절의 시작

과 끝에는 신호를 제공한다.(예: ‘지금부터 ∼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약

입니다’) ⑪ 타이틀 제시: 텍스트 제시 시 제목 혹은 헤더를 제공한다.

  

(2) 1차 설계모형 개발 결과

  경험적 자료 수집 뒤 문헌 고찰 결과를 이와 종합하여 스팻 기반 모바

일 학습자료의 구조를 도식화하고, 1차 설계모형과 원리를 개발하였다.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구성 요소는 모듈, 단위내용, 화면, 

기타 영역으로 볼 수 있다(물론 여러 모듈들이 모여 하나의 코스를 이룰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모듈 단위로 한정한다). 학습자들에게 제공

되는 하나의 모듈은 여러 단위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단위

내용들에는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화면들이 있다. 또한 화면들은 정지

이미지(SP:Still Picture), 오디오(A:Audio), 텍스트(T:Text)로 구성된다.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듈: ‘모듈(module)’이란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몇 개

의 특정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학습 경험으로 이

루어진 하나의 학습 프로그램이자 수업의 한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Finch 1990). 또한 모듈은 특정 주제 혹은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 학습자

들이 달성해야 하는 몇 개의 학습 목표, 이 목표에 따라 학습자들이 해

야 하는 학습 활동,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이무근, 2000), 각 



- 106 -

모듈의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의 양은 학습자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한 시간 이상에서 십여 시간에 이를 수 있다.   

② 단위내용: 본 연구에서의 단위내용은 모듈 내에서의 하위 모듈, 혹은 

특정 학습 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한 의미 단위를 말한다. 모듈이 몇 개

의 잘 서술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그 개개의 학습 목표들

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들의 집합을 단위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위내용은 여러 개의 화면이 모여 이루어진다.

③ 화면: 화면이란 연극 혹은 영화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단위, 즉 전개

의 장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화면이란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조합된 것으로, 단위내용의 학습이 전개되는 단위이자 단위내용을 구성

하는 요소를 말한다. 

④ 정지이미지: 정지이미지란 물체, 사람, 혹은 추상적 대상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점, 선, 면, 위치, 길이, 각도, 색상, 밀도 등의 시각적 

표현 요소들을 이용하여 그려지거나, 찍혀지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볼 

수 있게 다양한 형식으로 시각적으로 재현된 그림, 사진, 그래픽 등을 말

한다(변현정, 2011). 

⑤ 오디오: 오디오란 전송 신호 중 소리를 만드는 음원이 공기를 진동시

켜 음파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공기를 매체로 사람의 귀에 전달됨으로써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⑥ 텍스트: 텍스트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전략

에 따라 일정한 길이로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소통 단위를 말한다(김재

봉, 1990; Halliday & Hasan, 1976).  

  다음으로, 경험적 자료 수집의 결과를 종합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

습 설계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를 위한 절차([그림 IV-2] 참조), 각 단계별 세부 활동(<표 IV-2> 참조), 

용어 정의(<표 IV-3>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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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전제하

고 있다.

  첫째, 본 모형은 넓은 의미에서 모바일 환경에서 스팻을 기반으로 하

는 교수설계모형이며, 그 중 Gustafson & Branch(2002)의 특정 산출물 

개발이 목적인 모형(Product-oriented ID)이다. 또한 본 모형의 산출물은 

모바일 학습을 위한 스팻 형태의 학습자료로서 하나의 모듈이다. 

  둘째, 이 모형은 모바일 학습환경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 실제 모형 및 원리의 적용 가능성 및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과 원리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모바일 기반 스팻 소프트웨어인 

‘gglearn Tutor’, 학습자 대상의 실험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바

일 기반 스팻 소프트웨어인 ‘Smarton’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해당 소프트

웨어들의 특정한 기능에 종속하지 않은 모바일 기반의 일반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춰 모형과 원리의 개발 및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셋째, 모형은 동영상 강의처럼 모듈 단위의 연속된 영상을 학습을 위

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이미지, 음성, 텍스트를 합성한 자료, 

즉 스팻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이 모형의 사용자는 스팻 형태의 모바일 학습자료 혹은 강의자

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교수설계자, 그 중에서도 특히 스팻 형태의 교수

와 학습자료 제작의 노하우가 부족한 교수설계자로 전제하고 있다. 이 

때, 교수설계자가 교수와 학습에 쓰일 수 있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

지털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ICT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필요 시 기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개발된 1차 모형은 [그림 IV-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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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1차 설계모형

① 분석: [그림 IV-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첫 단계는 분석이다. 설계자

들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 대한 실제적 요구 분석, 환경 

분석, 학습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자료의 개발 목

적, 대상 학습자, 기대하고 있는 자료의 모습이나 이미지 등을 점검한다. 

환경 분석의 단계에서는 개발할 자료나 모듈의 크기, 학습 시간 등을 결

정한다. 그 뒤 학습 내용 분석 단계로서, 학습 목표를 분석 및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을 분석 및 추출한다. 

② 설계: 이 단계에서는 모듈의 내용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모듈 구조화

는 모듈이 어떠한 단위내용, 혹은 의미 단위들의 시퀀스로 진행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순서화된 단위내용들은 모듈 전체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정표, 즉 ‘마일스톤’이 될 것이다. 모듈이 어떠한 

단위내용들의 시퀀스로 진행될지 결정된 후에는 각 단위내용별 구조화를 

하게 된다. 즉 각 단위내용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화면별로 나누어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뒤

에는 각 화면 내에서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

는 화면별 구조화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화면별 내용 구조화 시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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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내용을 조직 및 통합화할 시간, 학습자의 기억 용량 등을 고려하

여 1분 이하, 최대 2분 이하로 설명될 분량으로 화면을 분절하게 된다.

③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스토리보딩, 정지이미지와 오디오 및 텍스트의 

제작, 온라인상에서의 통합 단계가 순환적,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정보형식의 자

료들이 온라인상에 통합되며, 개발의 과정 중에 수시로 모바일 기기에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스토리보딩 단계에

서는 각 화면별로 어떠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제공할지 미리 

설계해본다. 이렇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짝을 맞추는 일은 교수설

계자의 선호에 따라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엑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

거나 혹은 직접 온라인 시스템에 바로 스토리보딩을 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각각 제작하는 것이다. 이 단

계는 전 단계인 스토리보딩과 동시적 혹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정지이미지는 설계자가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디지

털 형식으로 준비하게 되며 이때의 이미지는 사진, 그림, 추상화된 도식

이나 상징,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합된 형식, 혹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

션과 같은 이미지화된 텍스트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 오디오는 설

계자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음성 녹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mp3 

형식의 파일로 준비한다. 또한 텍스트는 오디오 내용 중의 키워드를 추

출하여 제작하게 되며 반드시 헤더를 함께 준비한다. 온라인에 통합하는 

단계 역시 이전 단계들인 스토리보딩, 자료 제작과 동시적 혹은 순환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팻 포맷은 화면별로 화면을 설계하고 업로드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설계자는 전체 자료 제작이 완료되지 않

아도 언제든 중간개발물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고 모바일 기기에서의 구

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화면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보딩, 정지이미지·오디오·텍스트 제작, 온라인 통합의 순

환적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과정 중 언제든 중간 개발물을 

모바일기기에 직접 테스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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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학습자료는 동영상 자료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자료가 아

니라 분절적 자료들이 통합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바일 기

기에 테스트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순환적 과정에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세 요소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고려되며 이것

들이 구현되는 온라인, 즉 모바일 요소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④ 형성평가: 이 단계에서는 개발된 자료의 학습 효과 및 모바일에서의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의 재제작 혹은 

수정이 진행된다. 동영상 기반의 자료와 달리 스팻 기반 자료는 정지이

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재제작 및 수정

이 용이하다. 즉 화면 순서의 재구성, 화면의 첨가 및 제거, 화면별 수정 

및 보완 등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⑤ 실행: 이 단계에서는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로 교수와 학습이 진행된

다.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콘텐츠에 대한 소개 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바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실행 

단계 후에도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는 수정 및 재제작이 손쉽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콘텐츠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⑥ 총괄평가: 마지막 총괄 평가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콘텐츠의 

학습 효과와 모바일 사용성 평가가 진행된다.

  문헌 고찰의 결과 도출되었던 <표 II-6>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에 경험적 자료 수집 결과를 종합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

료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표 IV-1> 참조). 1차 설계원리는 스팻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구성 요소별로 도출되었다. 목차 제시, 요약자 제시, 

마일스톤 설정, 동일구조 반복, 소의미단위 분절, 현 정보 노출, 중복적 

제시, 개별화, 친근감 조성, 신호 제시, 타이틀 제시의 원리가 추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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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계원리 설명

모듈
1.목차 제시 일종의 선행 조직자로서 도입부에 모듈의 목차 제시

2.요약자 제시 전체 내용이 끝난 뒤, 요약자 제시

단위

내용

3.마일스톤 설정 전체 내용을 몇 가지 단위내용(대상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5~10분 내로 설명될 분량)들로 구성
4.동일 구조 반복 이해가 쉽도록 설명-예-문제풀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의 반복적 진행

5.단위내용별 요약자 

제시
한 단위내용이 끝난 뒤, 요약자 제시

화면

6.소의미단위 분절 내용 조직·통합화 시간, 기억용량 고려(1~2분 내, 선별적 학습 되도록 개념, 예시, 난이도별 분절)
7.현 정보 노출 화면 내에서 이미지, 텍스트는 오디오와 동시에 제시하되 순차적 제시보다는 일괄적 제시 지향
8.중복적 제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한 화면 내의 이미지, 텍스트를 모두 제시(이미지만 보아도 내용 개관 가능)

9.동시성 이미지, 텍스트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해당 이미지, 텍스트와 동시적으로 제공

10.부합성 오디오 혹은 텍스트 내용을 떠올리는 이미지 제공(상징 이미지는 학습자 정신 모델에 부합하도록 
제공)

11.응집성 내용과 관련 낮은 그림, 글, 소리는 제거
12.경제성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제시 시 명료성, 간결성, 강조성을 갖춘 형태로 제공

13.개별화 학습자가 정지이미지의 확대 및 축소, 오디오의 속도 및 음소거, 텍스트의 확대 및 축소 가능하게 
제공

14.동기 유발 시각적, 청각적 매력과 흥미를 일으키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제공

정지

이미지

15.친근감 조성 강의자의 사진을 화면 한 쪽에 제공

16.시각적 재현 구체성, 추상성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시각적 재현(풍부한 세부 묘사는 꼭 필요치 않은 이상 
불필요)

오디오
17.신호 제시 내용 분절의 시작과 끝에는 신호를 제공(‘지금부터 ~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약입니다’)

18.친근감 조성 문어체보다는 대화체 나레이션 제공, 기계음이 아닌 사람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제공

텍스트
19.키워드 추출 텍스트 제시 시 반드시 제목 혹은 헤더를 제공
20.타이틀 제시 오디오 내용 중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텍스트로 제공

21.분할 관련된 정보들은 그룹핑하여 제시

<표 IV-2> 1차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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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관련 문헌 탐색의 적합성 4 4 4 3 4 3 3.67 1.00

5/5

=

1

용어 대표성 3 3 3 4 3 3 3.17 1.00

조직화의 적절성 3 3 4 3 3 3 3.17 1.00

문헌 탐색 및 경험적 자료 

수집 결과 반영의 적절성
4 4 4 4 4 3 3.83 1.00

개발 과정의 타당성 4 4 4 4 4 3 3.83 1.00

2)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한 2차 설계모형 개발 결과

  1차 설계모형과 원리가 타당한지를 알아보고자 교수설계 전문가 3인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3인에게 1차 설계모형과 원리의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본 절에서는 1차 전문가 검토 결과와 이에 따른 수정 사항을 정리하

며, 수정된 2차 설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전문가들은 모형 도출 과정, 모형 전반, 설계원리 전반, 개별 설계원리

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모형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표 IV-3>

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1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

는 .80보다 높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IRA는 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고 통용되는 .80보다 높으므로 전문가의 평가의 합의도 혹은 일치도가 

높아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설계모형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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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타당성 4 3 4 4 4 2 3.50 0.83

3/5=

0.60

설명력 3 4 3 4 4 3 3.50 1.00

유용성 4 3 4 4 4 3 3.67 1.00

보편성 2 4 3 2 4 3 3.00 0.67

이해성 2 4 3 4 4 2 3.17 0.67

영역
전문가 평

균
CVI IRA

A B C D E F

타당성 4 4 3 3 4 2 3.33 0.83

3/6=

0.50

설명력 3 3 3 4 4 3 3.33 1.00

유용성 4 4 3 4 4 3 3.67 1.00

보편성 4 4 3 2 4 2 3.17 0.67

이해성 2 2 4 4 4 2 3.00 0.50

모형-원리 연결 2 2 2 1 3 2 2.00 0.83

  설계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표 IV-4>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83으로 타당도 

자체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간의 일치도 지수인 IRA는 

.60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V-4> 설계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표 IV-5>과 같이 나타났다. IRA는 .50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일치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또한 CVI는 .69로 

내용타당도 역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 IV-6>과 같이 IRA는 

.76으로 보통 수준, CVI는 .83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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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모듈
목차 제시 4 3 2 4 4 2 3.17 0.67

16/21

=

0.76

요약자 제시 4 4 3 3 4 2 3.33 0.83

단위

내용

마일스톤 설정 4 4 3 4 4 2 3.50 0.83

동일 구조 반복 2 3 4 4 3 3 3.17 0.83

요약자 제시 3 4 3 3 4 3 3.33 1.00

화면

소의미단위 분절 3 4 3 4 4 3 3.50 1.00

현 정보 노출 1 4 3 4 4 3 3.17 0.83

중복적 제시 2 1 3 3 3 4 2.67 0.67

동시성 2 4 3 4 4 4 3.50 0.83

부합성 4 4 2 3 3 3 3.17 0.83

응집성 2 3 2 3 3 3 2.67 0.67

경제성 2 3 3 4 3 4 3.17 0.83

개별화 4 4 4 4 4 4 4.00 1.00

동기 유발 2 1 2 4 4 2 2.50 0.67

정지

이미지

친근감 조성 4 3 3 3 3 2 3.00 0.83

시각적 재현 4 3 3 2 4 2 3.00 0.67

오디오
신호 제시 4 3 4 4 4 4 3.83 1.00

친근감 조성 4 4 3 4 4 4 3.83 1.00

텍스트

키워드 추출 4 3 3 4 4 4 3.67 1.00

타이틀 제시 4 4 3 4 4 4 3.83 1.00

분할 3 4 3 2 4 4 3.33 0.83

        <표 IV-6>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2)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안된 수정 사항

  설계모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수정 사항으로 제안한 점들은 <표 

IV-7>과 같다. 첫째, 모형의 각 단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분석이 가장 앞 단계로 선행된 후, 환경 

분석과 내용 분석이 이어져야 하며 각 분석 단계별 활동을 보다 상세화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요구분석을 단독으

로 가장 앞 단계로 설정하고 개발환경 분석,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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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분석의 각 단계별 활동을 상세화 하였다. 

  설계 단계에 대해서는 명칭이 모호하므로 설계임을 보다 명확히 드러

내주고, 스팻 형태 설계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설계의 단계를 재구조화하

고 단계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학습내용 

선정’, ‘내용 구조화’단계를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재

구조화하고 단계별 하위 단계를 보다 상세화 하였다.

  개발 단계에서 역시 스팻이라는 통합적 형태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수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스팻 형

태 제작의 특성인 스토리보딩, 각 요소 제작, 온라인 통합의 순환성과 반

복적 과정이 강조되도록 ‘화면별 스토리보딩’, ‘SP, A, T 요소별 제작/추

출’, ‘온라인 통합’의 세 단계의 화살표를 모두 양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실행 단계에 대해서는 모바일 학습자료를 통한 학습이 실행되는 상황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상세한 세부 활동을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

다. 그리하여 실행 단계의 세부 활동으로 온라인으로만 개별적으로 실행

되는 학습 시의 활동, 오프라인 수업에 통합되는 실행 시의 활동으로 구

분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평가 단계에는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가 모두 포함됨이 드러나야 하

며, 피드백 화살표는 분석을 제외한 각 단계에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이를 반영하여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를 명시

하였다. 또한 피드백 화살표를 개발 단계뿐 아니라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 개발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과 원리의 연결 측면에서, 모형과 원리가 어떻게 연결

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이를 반영

하여 모형의 각 단계에 해당되는 설계원리를 모형 내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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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단계의 
재구조
화

분석: 요구분석이 선
행된 후, 환경분석, 
과제분석이 뒤따라
야 하며 각 분석 단
계별 활동을 보다 
상세화 
(전문가 A, C, F)

- 요구분석을 가장 앞 단계로 설정하고,   
  개발환경 분석,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을  
  배치
- 분석의 각 단계별 활동을 보다 세부적

으로 수정함.

설계: 명칭이 모호하
므로 설계임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주고, 
스팻 설계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재구조
화 및 용어 변경
(전문가 A, C, F)

-‘학습내용 선정’, ‘내용 구조화’단계를 설
계단계의 특성이 보다 부각되고 스팻 형
태의 자료구조 설계의 고유한 특성이 부
각되도록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
면 설계’로 재구조화하고 하위 단계를 보
다 상세화함.

개발: 스팻 형태 제
작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부각
(전문가 A, C, E, F)

-스팻 형태 제작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
도록 ‘화면별 스토리보딩’, ‘SP, A, T 요소
별 제작/추출’, ‘온라인 통합’의 세 단계가 
서로 순환적임을 강조하기 위해 세 단계
의 화살표를 모두 양방향으로 수정함.

실행: 실행 단계의 
세부 활동이 보다 
상세히 기술
(전문가 D)

-실행 단계의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개별적으로 실행되는 학습 시의 활동, 
오프라인 수업에 통합되는 실행 시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평가: 형성평가와 총
괄평가를 모두 포함. 
피드백이 개발 단계 
뿐 아니라 설계, 개
발 단계에도 영향
(전문가 A, C, F)

-평가 단계의 명칭을 형성평가 및 총괄평
가로 수정 후, 세부 활동을 별도로 추가함.
-피드백 화살표를 개발 단계 뿐 아니라 모
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설계, 개발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정함.

모형과 원리의 연결을 명료화
(전문가 A, B, C, D, E, F)

-설계모형이 설계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보여주기 위해 모형의 단계에 해당되
는 설계원리 번호를 표기함.

     <표 IV-7> 1차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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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서 수정된 사항은 <표 IV-8>과 같다. 

첫째, 유사한 설계원리들을 합쳐 포괄적인 용어의 설계원리로 수정하고 

기존 설계원리들은 각 요소별 하위 지침에 추가하였다. 설계원리의 개수

가 너무 많고, 일부 설계원리는 지침처럼 느껴져 전체적인 설계원리의 

추상성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지침처럼 들리는 설계원리로서 ‘1.목차 제시’, ‘2.요약자 제

시’, ‘5.단위내용별 요약자 제시’, ‘19.키워드 추출’, ‘20.타이틀 제시’를 ‘대

표성의 원리’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원리들을 각 요소별 하위 지침에 포

함시켰다. ‘3.마일스톤 설정’, ‘6.소의미단위 분절’, ‘17.신호 제시’, ‘21.분할’

의 원리는 ‘분절성’의 원리에 통합시키고 그 하위 지침으로 기존의 원리

들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7.현 정보 노출’, ‘10.부합성’의 원리는 ‘이미

지주도성’의 원리로 합치고 기존의 원리들을 그 하위 지침으로 수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11.응집성’, ‘12.경제성’, ‘16.시각적 재현’의 원리는 ‘경제

성’의 원리에 포함시키고 그 하위 지침으로 기존의 원리들을 포함하였다. 

  둘째, 기존 설계원리를 구분한 요소 중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요소는 ‘화면’ 요소와 통합하였다.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개별 설

계원리 및 지침과 화면의 설계원리 및 지침 간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정

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요소를 화면 요소와 합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

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1차 설계원리의 용어들 중 그 표현이 마치 전략처럼 들리는 원

리들은 설계원리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

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4.동일구조 반복’의 원리를 ‘일관성’, ‘13.개별화’의 

원리를 ‘조작성’으로, ‘15.친근감 조성’의 원리를 ‘실재성’으로  수정하였

다.

  넷째, 1차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이 지침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을 풀이식으로 재진술하고 ‘지침’의 항

목을 추가하여 설계원리별 설명, 지침을 모두 제시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각 설계원리별 설명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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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유사한 설계원리들을 합
치고 포괄적인 용어로 수
정하고 기존 설계원리들
은 하위 지침으로 추가
(전문가 B, C, E)

-‘1.목차 제시’, ‘2.요약자 제시’, ‘5.단위내용별 요
약자 제시’, ‘19.키워드 추출’, ‘20.타이틀 제시’를  
‘대표성’으로 통합 후 기존 원리들을 각 요소별 
하위 지침(1.1,1.2,4.1,7.1,11.1)에 추가함.
-‘3.마일스톤 설정’, ‘6.소의미단위 분절’, ‘17.신호 
제공’, ‘21.분할’을 ‘분절성’으로 통합후 기존 원
리들을 각 요소별 하위 지침(2.1,5.1,5.2,8.2)에 추
가함.
-‘7.현 정보 노출’, ‘10.부합성’을 ‘이미지 주도성’
으로 통합 후 기존 원리들을 각 요소별 하위 지
침(9.2,9.3)에 추가함.
-‘11.응집성’, ‘12.경제성’, ‘16.시각적 재현’을 ‘경
제성’으로 통합 후 기존 원리들을 각 요소별 하
위 지침(12.1,12.2)에 추가함.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
트 요소를 화면 요소에 
통합
(전문가 A, C)

-기존의 요소였던 ‘모듈’, ‘단위내용’, ‘화면’, ‘정
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모듈’, ‘단위내용’, 
‘화면’으로 수정함.

설계원리 용어들을 ‘~성’
으로 통일 (현재의 설계원

-‘4.동일구조 반복’ → ‘일관성’
-‘13.개별화’ → ‘조작성’

며, 설계원리별 지침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상충되거나 너무 일반적인 설계원리들은 제거하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8.중복적 제시’의 원리는 ‘11.응집성’, ‘12.경제성’과 상충된다는 

조언을 반영하여 ‘8.중복적 제시’의 원리를 제거하였다. 또한 ‘14.동기 유

발’의 원리는 너무 일반적인 설계원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원리를 

제거하였다. 

  여섯째, 설계지침의 추가와 관련하여 화면을 강조하는 지침과 정지이

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일관성 있는 설계와 관련된 지침이 추가되는 것

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화면 요소의 ‘이미

지 주도성’원리에 대한 지침(9.1), ‘일관성’ 원리에 대한 지침

(10.1,10.2,10.3)을 추가하였다. 

<표 IV-8> 1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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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표현상 전략에 가까
움.)
(전문가 A, B, C, D, F)

-‘15.친근감 조성’ → ‘실재성’

설명은 설계원리를 쉬운 
말로 풀어서 표현하는 형
식으로 바꾸고, 지침 추가
(전문가 A, D, F)

-개별 설계원리의 설명을 모두 풀이식으로 수정
-설계원리별 지침을 추가함.

상충되거나 너무 일반적
인 설계원리는 제거
(전문가 A, B, C, F)

-‘8.중복적제시’ 원리를 제거함(‘11.응집성’, ‘12.경
제성’과 상충되므로).
-‘14.동기 유발’ 원리를 제거함(너무 일반적 설계
원리이므로).

화면 강조(전문가 A, E), 
및 이미지, 오디오, 텍스
트의 일관성 있는 설계(전
문가 C, D)관련 지침 추가

-‘9.이미지주도성’ 원리의 지침(9.1)을 추가함.
-‘10.일관성’ 원리의 지침(10.1,10.2,10.3)을 추가
함.

[그림 IV-2] 2차 설계모형

(3) 2차 설계모형 개발 결과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된 2차 설계모형의 가정은 1차 설계모형

의 가정과 동일하며, 모형은 [그림 IV-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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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 분석 단계는 요구분석, 개발환경 분석,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

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요구분석 단계에서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의 개발 목적을 확인하고,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를 명료히 하며, 기대하

고 있는 자료의 모습이나 이미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다음으로 개발환

경 분석의 단계에서는 개발할 자료나 모듈의 크기, 매체 유형 등을 결정

한다. 개발환경 분석과 동시적으로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단계가 진행된

다. 이때에는 학습 내용을 분석 및 추출하며, 유사 모듈이 기존에 있다면 

해당 모듈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모듈 설계 단계와

도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② 모듈 설계: 모듈 설계 단계는 학습자료 전반의 구조와 교수전략이 결

정되는 단계이다. 먼저 해당 학습자료를 학습한 후 학습자들이 달성하게 

되는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그 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해

야 할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구조화가 이

루어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모듈의 전반적 구성이나 포괄적 구조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원리 1). 또한 모듈을 구성하는 단위내용들이 결정

된다(원리 2). 또한 모듈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 및 학습활동이 설계된다. 

이때에는 모듈이 일정한 형식 혹은 동일 구조의 반복적 진행으로 전개되

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원리 3).  

③ 단위내용 설계: 모듈이 어떠한 단위내용의 시퀀스로 진행될지 결정된 

후에는 각 단위내용별 학습내용 설계, 구조화, 및 교수전략 설계가 이루

어진다. 먼저 단위내용별로 전반적 구성이나 포괄적 구조를 결정하게 된

다(원리 4). 그 뒤, 각 단위내용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

되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화면별로 나누어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원리 5). 또한 각 단위내용별로 어떠한 세부 교수전략을 사용하며 

학습활동을 진행할지도 설계하게 되는데, 각 단위내용별로 일정한 형식 

혹은 동일 구조의 반복적 진행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원리 6).

④ 화면 설계: 이 단계에서는 단위내용별 학습 내용을 화면별로 배치 및 

구조화하고, 각 화면별 교수전략을 설계하며, 화면별로 정지이미지,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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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텍스트를 설계하게 된다. 먼저 각 화면별로 전달할 내용의 구조화가 

이루어진다(원리 7). 또한 화면별 내용 구조화 혹은 내용 배치 시에는 학

습자가 내용을 조직 및 통합화할 시간, 학습자의 기억 용량 등을 고려하

여 1분 이하, 최대 2분 이하로 설명될 분량으로 화면을 분절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원리 8). 또한 화면 설계 시에는 정지이미지가 다른 양

식을 주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중요하며

(원리 9), 화면의 구조와 형식을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원리 10). 또한 

화면의 설계 시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

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원리 11), 꼭 필요한 정보만을 화면상에 제

시해야 한다(원리 12).

⑤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화면별 스토리보딩,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

트 요소별 제작 및 추출, 온라인 통합이 순환적,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정보형식

의 자료들이 온라인상에 통합되며, 개발의 과정 중에 수시로 모바일 기

기에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스토리보딩 

단계에서는 각 화면별로 어떠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제공할지 

미리 설계해본다. 이렇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짝을 맞추는 일은 교

수설계자의 선호에 따라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엑셀 등을 자유롭게 활

용하거나 혹은 직접 온라인 시스템에 바로 스토리보딩을 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각각 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전 단계인 스토리보딩과 동시적 혹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지이미지는 설계자가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디

지털 형식으로 준비하게 되며 이때의 이미지는 사진, 그림, 추상화된 도

식이나 상징,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합된 형식, 혹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

이션과 같은 이미지화된 텍스트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 오디오는 

설계자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음성 녹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mp3 

형식의 파일로 준비한다. 또한 텍스트는 오디오 내용 중의 키워드를 추

출하여 제작하게 되며 반드시 헤더를 함께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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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의 크기 및 볼륨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원리 13). 온라인에 통합하는 단계 

역시 이전 단계들인 스토리보딩, 자료 제작과 동시적 혹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팻 포맷은 화면별로 화면을 설계하고 업로드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설계자는 전체 자료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도 

언제든 중간개발물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고 모바일 기기에서의 구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화면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보딩, 정지이미지·오디오·텍스트 제작, 온라인 통합의 순

환적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과정 중 언제든 중간 개발물을 

모바일기기에 직접 테스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팻

기반 학습자료는 동영상 자료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자료가 아

니라 분절적 자료들이 통합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바일 기

기에 테스트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순환적 과정에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세 요소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고려되며 이것

들이 구현되는 온라인, 즉 모바일 요소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⑥ 실행: 이 단계에서는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로 교수와 학습을 진행된

다.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콘텐츠에 대한 소개 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바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실행 

단계 후에도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는 수정 및 재제작이 손쉽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콘텐츠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⑦ 총괄평가: 마지막 총괄 평가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콘텐츠의 

학습 효과와 모바일 사용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추

후에 다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도출된 2차 설계원리는 <표 IV-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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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계원리 및 지침

모듈

1.대표성의 원리: 모듈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구조의 포괄적 제시

1.1.일종의 선행 조직자로서, 모듈의 도입부에 전체 내용의 목차를   
  한 화면 내의 분량으로 제시
1.2.일종의 요약자로서, 모듈의 후반부에 전체 내용을 요약한 텍스트  
  나 도식을 한 화면 내의 분량으로 제시 

2.분절성의 원리: 모듈을 몇 개의 단위내용으로 구성

2.1.모듈을 마일스톤(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몇몇 단위 내용(학       
 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개당 5~10분 내로 설명될 분량)들로 구성

3.일관성의 원리: 일정한 형식 혹은 동일 구조 반복 진행으로 설계

3.1.모듈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설명-예-문제풀이의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거나 내용 전개의 방식이 통일성을 갖도록 내용 구조화

단위
내용

4.대표성의 원리: 단위내용의 전반적 구성이나 구조의 포괄적 제시

4.1.일종의 요약자로서, 개별 단위내용의 후반부에 전체 단위내용을  
   요약한 텍스트나 도식을 한 화면 내 분량으로 제시

5.분절성의 원리: 각 단위내용들을 몇 개의 화면으로 구성
5.1.각 단위내용들을 학습자의 내용 조직화·통합화 시간 및 기억용량  
  을 고려하여 1분 이내, 최대 2분 내로 설명될 분량으로 화면을    
  나눔
5.2.각 단위내용들을 개념, 예시 등 지식의 유형 및 성격, 내용의 심  
  화 정도 등에 따라 화면을 나누어 구성(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  
  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6.일관성의 원리: 일정한 형식 혹은 동일 구조 반복 진행으로 설계
6.1.한 단위내용 내의 진행 방식을 설명-예-문제풀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도록 하거나, 내용 전개의 방식이 통일성을 갖도록  
  내용 구조화

화면

7.대표성의 원리: 화면 내의 구성이나 구조의 포괄적 제시

7.1.텍스트 제시 시, 타이틀(헤더)를 상단에 제공

8.분절성의 원리: 화면별 혹은 화면 내의 정보들을 분할

8.1.단위내용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화면에는 반드시 안내 멘트를 제  
  공(예:‘지금부터 ~를 시작합니다.’,‘이제 요약입니다.’)
8.2.한 화면 내의 텍스트는 관련된 내용별로 그룹핑하여 제공

9.이미지주도성의 원리: 정지이미지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로 이   
루어진 통합적 형태를 주도하도록 제시

9.1.중요한 화면인 경우에는 해당 화면 이미지의 테두리를 강조하거  
  나 이미지 좌측 상단에 강조 표시를 삽입

<표 IV-9> 2차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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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이미지는 관련 내용이나 오디오 진행에 맞는 순차적 제시보다는  
   일괄적 제시 지향
9.3.이미지는 학습자가 관련 오디오, 텍스트 내용을 쉽게 떠올릴 만  
   한 것을 제시

10.일관성의 원리: 화면 구조나 형식, 혹은 템플릿의 규칙적 제시

10.1.이미지는 일관된 보더 안에, 혹은 일관된 템플릿으로 제시
10.2.오디오는 가급적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녹음 환경에서 제작
10.3.텍스트는 폰트, 사이즈 등을 일관된 형식으로 제시

11.실재성의 원리: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게 하는   
 화면 제시

11.1.모듈 도입부나 진행 중간에 강의자 사진을 화면 한 쪽에 제공
11.2.오디오는 문어체 보다는 대화체 나레이션을 제공하며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제공

12.경제성의 원리: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화면 제시

12.1.텍스트 제작 시, 오디오 내용 중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압축적으  
    로 제작
12.2.이미지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사나 풍부한  
    세부 묘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상황별로 적절한 시각적 추
상     성 수준으로 제공

13.조작성의 원리: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에    
 대한 기술적 조작 혹은 조절이 가능한 설계

13.1.학습자별로 이미지, 텍스트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제작
13.2.학습자별로 오디오의 볼륨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

3) 1차 사용성 평가를 통한 3차 설계모형 개발 결과

  2차 설계모형과 원리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실제로 설계하

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모바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

가 2인 및 초보 교수설계자 2인에게 2차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한 사용

성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와 초보 교수설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한 이유는 전문가를 통해 본 모형과 원리의 사용성이 높으며 모

형과 원리가 타당한지 검증받을 뿐 아니라, 본 모형이 대상으로 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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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모형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
3 3 3 2 2.75 0.75

5/18

=

0.28

모형을 통한 학습자료 설계의 

편리성
2 3 4 3 3.00 0.75

모형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 2 3 4 2 2.75 0.5

모형 시작과 끝의 명료성 3 4 4 4 3.75 1.00

모형의 설명성 3 4 4 4 3.75 1.00

모형의 체계성 2 4 3 3 3.00 0.75

모형 단계와 활동들의 명확성 2 2 4 2 2.50 0.75

보 교수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모형과 원리

가 초보 설계자들의 모바일 콘텐츠 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의 사용성 평가 결과와 수정된 설계모

형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1차 사용성 평가 결과

  모바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2인, 초보 교수설계자 2인이 2

차 설계모형과 원리를 토대로 직접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개발한 

후,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해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

도 지수(IRA)는 <표 IV-10>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74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80보다 낮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보통 수

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IRA는 .2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통용되는 .80보다 낮으므로 전문가의 평가의 

합의도 혹은 일치도가 낮아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IV-10> 설계모형에 대한 1차 사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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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단계 간 관계의 명확성 2 3 4 2 2.75 0.50

모형 단계들의 포괄성 2 2 4 3 2.75 0.50

인지 부하 감소 2 3 3 2 2.50 0.50　

학습 페이스 조절의 용이성 2 2 3 3 2.50 0.50

맞춤형 학습의 수월성 2 4 3 3 3.00 0.75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3 3 3 3 3.00 1.00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2 3 3 3 2.75 0.75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

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2 3 3 3 2.75 0.75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

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2 3 4 2 2.75 0.50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

의 일반화 가능성
3 4 3 3 3.25 1.00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

의 추후 활용 가능성
3 3 3 3 3.00 1.00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원리 활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3 4 3 3.25 1.00

8/12

=

0.67

원리를 통한 학습 설계 편리성 2 4 4 3 3.25 0.75

원리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성 2 2 3 2 2.25 0.75

인지 부하 감소 3 3 4 3 3.25 1.00

학습 페이스 조절의 용이성 3 3 3 3 3.00 1.00

맞춤형 학습의 수월성 3 3 3 3 3.00 1.00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

치도 지수(IRA)는 <표 IV-11>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92로 타당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간의 일치도 지수인 IRA는 .67로 보

통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V-11>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사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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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3 4 3 3 3.25 1.00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3 4 3 3 3.25 1.00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효

율성에 대한 인식
3 3 4 2 3.00 0.75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효

과성에 대한 인식
3 3 4 3 3.25 1.00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일

반화 가능성
3 3 4 2 3.00 0.75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추

후 활용 가능성
3 3 4 3 3.25 1.00

 

(2) 1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된 수정 사항

  설계모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수정 사항으로 제안한 점들은 <표 

IV-12>와 같다. 먼저 모형 전반과 관련한 의견으로는 설계의 각 단계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모형 상에서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모형의 단계

를 ADDIE의 절차별로 점선으로 나누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

계를 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가정,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을 추가로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모형에 대한 세부 설명을 추가

하였다. 다음으로 모형의 각 단계별 수정 의견으로는 첫째, ‘요구분석’ 단

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모형은 ‘스팻 으로 모바일 학습자료 설

계를 하려는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요구는 이미 확인한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를 반영하여 ‘요구분석’ 단계를 ‘모바일 스팻 개발 목적 확인’으로 

수정하고 세부 활동으로서 교수 목적 및 기대되는 모듈의 모습 확인을 

포함하였다. 둘째, ‘개발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분석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연구자는 

개발환경 분석’ 단계를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으로 수정하고 

세부 활동으로 학습자 특성, 모듈 크기(학습 시간), 매체 유형, 학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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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설정하였다. 셋째,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의 내용 중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설계 과정이라기

보다는 ‘교수분석’단계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해 ‘확인’, ‘추출’과 같은 용어보다는 ‘설정’, ‘선정’이 적

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단계를 ‘학습내용 선정/구조화’로 수정하였으며, 모듈, 단위내

용, 화면의 교수전략 설계는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전략 설

계’ 단계로 분리하였다. 또한 ‘학습목표 확인’과 ‘학습내용 추출’을 ‘학습

목표 설정’, ‘학습내용 분석’으로 수정하였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 ‘온라

인/오프라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실행 단계의 세부 

활동 부분에 각각 ‘개별적 모바일 학습’, ‘오프라인 수업에 블렌디드 방식

으로 모바일 학습 진행’으로 설명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형성평가’ 단계 

대신 설계, 개발의 전 과정에 ‘사용성 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형성평가’ 단계를 제거하고 ‘모바일 사용

성 평가’ 단계를 추가하였다. 

  기타 용어와 관련한 의견으로 모형상에 ‘모바일’의 특성이 보다 더 드

러나도록 용어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모바

일 스팻 개발 목적 확인’, ‘모바일 환경 분석’, ‘모바일 사용성 평가’, ‘모

바일 최적화 테스트’, ‘모바일 콘텐츠로 구현’ 등 모바일 특성이 나타나는 

용어들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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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모형 
전반

설계의 각 단계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모형 
상에서 보다 명확히 제시
(전문가 A, B, D)

- 각 단계를 보다 명료히 하기 위
해 모형의 단계를 ADDIE의 절차별
로 점선으로 나누어 분석, 설계, 개
발, 실행, 평가 단계를 표시함. 

모형의
단계

요구분석: 이 모형은 ‘스팻 
으로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를 하려는 교수설계자’를 대
상으로 하므로 스팻기반 모
바일 학습자료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요구는 이미 확인한 
상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요구분석’단계는 불필요
(전문가 A, D)

-‘요구분석’단계를 ‘모바일 스팻 개
발 목적 확인’으로 수정하고 세부 
활동으로서 교수 목적 및 기대되는 
모듈의 모습 확인을 포함함.

개발환경 분석: 개발환경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학습자
에 대한 분석 추가
(전문가 A, D)

-‘개발환경 분석’단계를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으로 수정하
고 세부 활동으로 학습자 특성, 모
듈 크기(학습 시간), 매체 유형, 학
습 상황 분석을 포함함.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설계 
및 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설계 
전의 ‘교수분석’단계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적합. 또한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단계도 교수분석 단계에 포
함시켜야 함. 또한 ‘확인’이
라는 용어 대신 학습 목표는 
‘설정’, 학습내용은 ‘분석’이 
적절
(전문가 A, D)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단계를 
‘학습내용 선정/구조화’로 수정
-기존의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의 세부 활동은 ‘학습내용 
선정/구조화’에 포함시키고, 모듈, 
단위내용, 화면의 교수전략 설계는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단계로 분리함.
-학습목표 설정, 학습내용 분석을 
설정함.

실행: 온라인/오프라인이라
는 용어의 뜻이 불명료

-온라인, 오프라인의 의미를 세부 
활동 부분에 각각 ‘개별적 모바일 

<표 IV-12> 2차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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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A, B, C)
학습’, ‘오프라인 수업에 블렌디드 
방식으로 모바일 학습 진행’으로 추
가함.

형성평가: 설계, 개발의 전 
과정에 ‘사용성 평가’가 실시
되어야 하며 ‘형성평가’ 불필
요
(전문가 A, D)

-‘모바일 기기 직접 테스트’를 제거
하고 사용성 평가에 포함시켜 ‘모바
일 사용성 평가(모바일 최적화 테
스트)’단계를 추가함.

 
모형상에 ‘모바일’의 특성이 보다 더 
드러나도록 용어들을 수정
(전문가 A, B, C, D)

-모바일 특성이 나타나는 용어들을 
모형에 포함시킴(예: 모바일 스팻 
개발 목적 확인, 모바일 환경 분석, 
모바일 사용성 평가, 모바일 최적화 
테스트, 모바일 콘텐츠로 구현).

  설계원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에서 수정된 사항은 <표 IV-13>과 같

다. 첫째, 원리의 기존 설계원리가 모듈, 단위내용, 화면으로 분류되어 있

으나 여기에 ‘기타’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기타’ 영역을 추가하고 설계원리들을 추가 및 재분류 하였다. 

또한 화면 설계원리였던 ‘11.실재성의 원리’는 기타 요소의 하위 원리인 

‘실재감 형성의 원리’로 명칭을 바꿔 이동하였다. 

  둘째, 추가된 원리로는 먼저 모듈 수준에서 학습자에게 해당 학습자료

에 대한 일정한 모델이나 메타포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설계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

를 반영하여 모듈 설계원리로서 ‘1.모델(메타포)형성의 원리’가 추가되었

다. 다음으로 화면의 설계원리로서 기존의 ‘9.이미지주도성의 원리’를 포

괄하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원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용하여 이미지, 오디

오, 텍스트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대한 ‘6.적절성의 원리’가 추가되었으

며,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7.상호보완성의 

원리’ 추가되었다. 또한 모듈, 단위내용, 화면 수준의 설계와 다른 차원으

로서 기타의 영역에 학습자의 학습 준비, 진행, 마무리를 조력해주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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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기타 수준의 

설계원리로서 ‘10.주의 조절의 원리’를 추가하여 학습의 준비, 진행, 마무

리 단계에서 각각 학습자의 주의를 조절해줄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11.실재성의 원리’도 기타의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셋째, 원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다. 먼저 ‘1,4,7.대표성

의 원리’는 명칭과 의미가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며, 모듈, 단위내용, 화면 

수준의 원리로서 세 번 중복되므로, 각 수준별 특징을 보다 잘 표현하는 

명칭으로 각각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용하여 모듈 수준의 

원리로서 ‘1.대표성의 원리’를 ‘2.조직구조 제시의 원리’로 변경, 단위내용 

수준의 원리로서 ‘4.대표성의 원리’를 ‘4.소도입 제시의 원리’, ‘5.소종결 

제시의 원리’로 변경, 화면 수준의 원리로서 ‘7.대표성의 원리’를 ‘8.미니

멀리즘의 원리’의 지침 8.4에 통합하였다. 또한 ‘5.분절성의 원리’를 단위

내용 수준의 분절이라는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4.소도입 제시의 원리’, ‘5.소종결 제시의 원리’로 변경

하였다. 다음으로, ‘3,6,10.일관성의 원리’는 모듈, 단위내용, 화면 수준의 

원리로서 세 번 중복되고 있으며, 각 수준별 설계원리로 구분할 필요 없

이 모듈 수준의 설계원리만으로 충분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연구자는 ‘3,6,10.일관성의 원리’를 모듈 수준의 설계원

리로 통합하여 ‘3.일관적 구성의 원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

라, ‘11.실재성의 원리’의 경우 지침을 보다 풍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11.실재감 형성의 원리’의 세부 지침으로서 

‘11.2’, ‘11.4’를 추가하였다. 또한 ‘12.경제성의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에 특화된 원리로 생각되지 않으므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보다 특징

적인 지침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12.

경제성의 원리’를 ‘8.미니멀리즘의 원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침으로서 

‘8.2’, ‘8.3’, ‘8.6’, ‘8.7’을 추가하였다. 

  넷째, 원리의 삭제와 관련하여 먼저 ‘2.분절성의 원리’는 모듈 수준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해당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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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기존 설계원리가 모듈, 단위내용, 화
면으로 분류되었던 것에 ‘기타’ 요소
를 추가하여 설계원리를 재분류
(전문가 A, B, C, D)

-기존 설계원리는 ‘모듈’, ‘단위내용’, 
‘화면’의 영역에 대한 것이었으나, 
‘기타’의 영역을 추가하고 하위 원리
들을 추가 및 재분류함.
- ‘11.실재성의 원리’는 기타 요소의 
하위 원리인 ‘실재감 형성의 원리’로 
명칭 바꿔 이동함.

원
리
추
가

모듈 수준에서 학습자에게  해
당 학습자료에 대한 일정한 모
델이나 메타포를 제공해 줌으
로써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설계원리 추
가
(전문가 A, B, C, D)

-모듈 설계원리로서 ‘1.모델(메타포)
형성의 원리’를 추가함. 

화면의 설계원리로서 기존의 
‘9.이미지주도성의 원리’를 포괄
하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원리 추가
(전문가 A)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대한 ‘6.적절성의 원리’
를 추가함.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상호보완
적 관계에 대한 ‘7.상호보완성의 원
리’를 추가함.

모듈, 단위내용, 화면 수준의 설
계와 다른 차원으로서 기타의 
영역에 학습자의 학습 준비, 진
행, 마무리를 조력해주는 설계
원리를 추가. 
(전문가 A, D)

-기타 수준의 설계원리로서 ‘10.주의 
조절의 원리’를 추가하여 학습의 준
비, 진행, 마무리 단계에서 각각 학
습자의 주의를 조절해줄 수 있는 지
침 제시.

화면 설계 수준의 원리로 수정하였다. 또한 ‘9.조작성의 원리’는 시스템 

의존적인 원리이며, 따라서 교수설계자의 설계 밖의 영역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아 해당 원리를 삭제하였다. 

  다섯째, 설계원리와 지침을 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라는 지적이 

있어 각 원리와 지침의 표현을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표 IV-13> 2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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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리
명
칭
변
경

‘1,4,7.대표성의 원리’는 명칭과 
의미가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
며, 모듈, 단위내용, 화면 수준
의 원리로서 세 번 중복되므로, 
각 수준별 특징을 보다 잘 표
현하는 명칭으로 각각 수정
(전문가 A)

-모듈 수준의 원리로서 ‘1.대표성의 
원리’를 ‘2.조직구조 제시의 원리’로 
변경함.
-단위내용 수준의 원리로서 ‘4.대표
성의 원리’를 ‘4.소도입 제시의 원리’, 
‘5.소종결 제시의 원리’로 변경함.
-화면 수준의 원리로서 ‘7.대표성의 
원리’를 ‘8.미니멀리즘의 원리’의 지
침 8.4에 통합함.

‘5.분절성의 원리’를 단위내용 
수준의 분절이라는 특징을 보
다 잘 반영하는 명칭으로 변경
(전문가 A)

-‘5.분절성의 원리’를 ‘4.소도입 제시
의 원리’, ‘5.소종결 제시의 원리’로 
바꿈

‘3,6,10.일관성의 원리’는 모듈, 
단위내용, 화면 수준의 원리로
서 세 번 중복되고 있으며, 각 
수준별 설계원리로 구분할 필
요 없이 모듈 수준의 설계원리
만으로 충분
(전문가 A)

-‘3,6,10.일관성의 원리’를 모듈 수준
의 설계원리로 통합하여 ‘3.일관적 
구성의 원리’로 명칭을 변경함.

‘11.실재성의 원리’의 명칭을 바
꾸고, 세부 내용도 보다 풍부화
할 필요
(전문가 B, C, D)

-‘11.실재성의 원리’를 ‘11.실재감 형
성의 원리’로 바꾸고 세부 지침으로
서 ‘11.2’, ‘11.4’를 추가함.

‘12.경제성의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에 특화된 원리로 
생각되지 않으므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보다 특징적인 지침
들을 추가
(전문가 A, B, C, D)

-‘12.경제성의 원리’를 ‘8.미니멀리즘
의 원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침으
로서 ‘8.2’,‘8.3’,‘8.6’,‘8.7’을 추가함.

원
리
삭
제

‘2.분절성의 원리’는 모듈 수준
의 원리가 아니므로 부적절
(전문가 A)

-‘2.분절성의 원리’를 ‘화면’ 설계원리
로 이동시킴.

‘9.조작성의 원리’는 시스템 의
존적인 원리이며, 따라서 교수
설계자의 설계 밖의 영역

-‘9.조작성의 원리’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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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B, C)

설계원리와 지침을 보다 명료한 표현
으로 수정
(전문가 A, B, C, D)

-원리와 지침의 표현을 보다 매끄럽
게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함.

(3) 3차 설계모형 도출 결과

  3차 설계모형의 가정은 1차 설계모형의 가정과 동일하며, 모형은 [그

림 IV-3]과 같다. 

[그림 IV-3] 3차 설계모형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스팻 개발목적 확인: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이 모바일 스

팻 학습자료로  학습을 마친 후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

하는가(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1)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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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최종적인 학습자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②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 이 단계는 학습자 및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 먼저 학습자료를 활용하게 될 대상 학습자의 수

준, 학습 스타일이나 선호, 주로 학습하는 상황 등 학습자 관련 특성들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학습자 특성 분석과 동시적으로 모듈의 크기, 매

체 유형 등을 결정하게 된다.  

③ 학습내용 선정/구조화: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학습 목표를 설정

하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가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

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모듈 전반 및 각 단

위내용별  학습내용을 선정 및 구조화하게 된다. 모듈과 단위내용의 전

반적인 구성이나 구조는 뒷 단계인 화면설계 단계에서 모듈의 도입부와 

후반부, 단위 내용의 후반부에 목차와 요약자로 제시해주어야 한다(원리

2). 또한 학습내용의 구조화 시에는 모듈이 몇 개의 단위내용으로 구분

되고, 단위내용은 몇 개의 화면으로 구분되도록 내용의 청크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원리9).

④ 모듈 교수전략 설계: 이 단계에서는 모듈 전반 및 단위내용별 교수전

략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모듈이 이론 전달 위주라면, ‘이 모

듈은 사례 기반 튜토리얼로 가겠다.’ 와 같이 모듈의 전체적인 전략을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듈의 학습활동은 어떠한 식으로 전개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전략을 정해놓게 된다. 필요시에는 학습에의 

참조나 안내가 될 수 있는 모델이나 메타포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리1).뿐만 아니라 단위내용의 진행방식(예:‘개념설명-예-학습활동의 순

서로 진행하겠다.’)도 이 단계에서 결정되며 단위 내용의 전환 시에는 이

를 알리는 신호가 제공되도록 설계해야 한다(원리4, 5). 모듈이 모두 일

정한 형식 혹은 동일한 구조의 반복적 진행으로 전개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예측을 도움으로써 인지 부하를 최소화해

줄 수 있다(원리3). 

⑤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화면별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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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을 어떻게 배치 및 구조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각 

화면마다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자료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 스토리보딩 단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스토리보딩은 워드의 표기능을 활용하거나, 엑

셀, 파워포인트 등 교수설계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는 모바일 학습에서는 화면의 크기가 

작으며 이동 중에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시성과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자료를 최대한 집약, 단

순화, 최소화하여  미니멀하게 제시하고(원리8), 화면단위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분절하여 설계해야 한다(원리9). 또한 화면을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관계가 적절해야 하며(원리6),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는 서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주어야 한다(원리7).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을 위한 준비(warm-up), 진행, 마무리(wrap-up)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

는 장치들을 설계해야 하며(원리10), 면대면 수업을 듣는 것에서 느끼는 

실재감을 모바일 학습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도 설계해야 할 

것이다(원리11).

⑥ 개발(SP, A, T 각 요소별 제작, 스팻 통합/모바일 콘텐츠로 구현):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의 스토리보딩을 토대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

를 제작하게 된다. 각 자료의 제작과 동시에 교수설계자는 gglearn 

Tutor와 같은 모바일 스팻 학습자료 개발 소프트웨어상에 이를 업로드할 

수 있다. gglearn Tutor 프로그램상에 이미 각 화면 번호별 이미지, 텍스

트, 오디오, 링크 등을 삽입하는 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화면별 자료 제

작이 끝날 때마다 교수설계자는 준비된 자료를 바로 업로드하여 온라인 

혹은 모바일 기기에 스팻으로 통합 및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수

정 및 재제작이 간편하다. 또한 오디오 자료는 제작이 상대적으로 번거

롭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자료가 준비되고 전반적인 화면별 자료 개

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오디오 녹음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

다. 이렇게 SP, A, T의 요소별 제작, 스팻 통합/모바일 콘텐츠로 구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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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학습화면의 템플릿, 

특히 이미지의 보더를 일관된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각 형식 역시 일관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자가 이

미지, 텍스트의 크기, 오디오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단계에서 고려한 설계지침들이 제작 단계에도 효과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실행: 교수설계자는 개발한 학습자료를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학습자

들이 자율적으로 개별학습을 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때에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학습자료와 함께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혹은 오프라인 수업의 보충 자료로서 플립러

닝 수업 등에 블렌디드 방식으로 모바일 학습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조작 및 사용하는 법을 안내해주고, 

수강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오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실행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필요 시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 학습

내용 선정/구조화,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 개발의 

각 단계들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⑧ 모바일 사용성 평가(모바일 최적화 테스트):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

면별 교수전략 설계, 개발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사용성 평가 및 

모바일 최적화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듈 교수전략 단계와 화면

별 교수전략 단계에서는 모듈, 단위 내용, 및 화면별 교수전략이 모바일 

스팻 학습자료에서 구현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교수전략이 

수정될 수 있다. 특히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들 중 일부 혹은 전체를 모바일 스팻 학습자료 개발 소프

트웨어에 실시간으로 올려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하며 화면 설계 내용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제작한 후 이를 바로 모바일 스팻 학습자료 개발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여 해당 자료 및 통합된 자료의 모습이 모바일 학습을 위해 최

적화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며 수정, 재제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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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계원리 및 지침

모듈

1.모델(메타포) 형성의 원리: 학습에의 참조(reference), 안내        
(guidance)가 될 수 있는 모델이나 메타포를 형성한다.
1.1.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응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라.
1.2.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비유해줄 수 있는 메타포를 제시하라.

2.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구조 이해와 브라우징을 도울 수 있도록   
전반적인 학습 내용의 포괄적인 구성을 제시한다.

2.1.모듈의 도입부에 모듈의 목차를 선행조직자로서 한 화면 내의   
   분량으로 제시하라.
2.2.모듈의 종결부에 모듈의 내용에 대한 요약를 한 화면 내의 분량  
   으로 제시하라.
3.일관적 구성의 원리: 자료의 형식과 구조를 일관되게 구성한다.

3.1.형식적 측면에서 모듈의 진행 방식을 설명-예-문제풀이와 같이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도록 설계하라.
3.2.구조적 측면에서 이미지는 일관된 보더 혹은 템플릿을 사용, 오  
   디오는 동일한 녹음 환경에서 일정한 주파수로 제작, 텍스트는   
   일정한 텍스트 형식 유지 등과 같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일관되게 설계하라.

단위
내용

4.소도입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indicator)   
를 제공한다.
4.1.단위내용 시작 시, 내용 전환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4.2.단위내용 시작 시, 해당 단위내용의 조직 구조를 한 화면 분량으  
   로 제시하라.
5.소종결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종결됨을 알리는 신호(indicator)   
를 제공한다.
5.1.단위내용 종료 시, 내용 종결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5.2.단위내용 종료 시, 해당 단위내용의 요약을 한 화면 분량으로 제  
   시하라.

화면

6.적절성(adequacy)의 원리: 화면을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텍   
스트의 관계가 적절해야 한다.

6.1.화면 내의 이미지에 대하여 텍스트와 오디오를 제공할 시, 텍스  

⑨ 총괄평가: 총괄 평가에서는 학습 효과를 검토하며, 해당 학습자료의 

모바일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추후 이루어질 다른 학습자료의 개

발 시에 이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3차 설계원리는 <표IV-14>와 같다. 

<표 IV-14> 3차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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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언어적 개요를 포함해야 하며, 오디  
  오는 텍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나레이션을 제시하라.
6.2. 화면 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동시에 일괄 제시하라.

7.상호보완성의 원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서로 부족한 측면   
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7.1.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 나  
  레이션으로 병행하여 제시하라.
7.2.이미지와 오디오로 정보의 전달이 충분한 경우 텍스트는 삭제하  
  라.
7.3.이미지가 화면의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할 경우, 텍스트  
  로 화면의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를 제시하라.
7.4.텍스트만 제공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라.

8.미니멀리즘의 원리: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보를 최소화, 단순화한다.

8.1.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2.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미지 제시 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조가 한 눈에 파  
  악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3.음성이나 사운드는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고 명료히 제공하라.
8.4.텍스트는 본문에 대한 타이틀을 헤더로서 상단에 별도 제시하라.
8.5.텍스트는 도움말이나 안내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  
   적 개요 형태로 오디오 내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라.
8.6.텍스트는 관련 내용별로 그룹핑하여 제시하라.
8.7.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중 필요한 형식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라. 
9.분절성의 원리: 학습자별로 선택적,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  
 식의 유형 및 심화 정도에 따라 화면을 구분한다. 
9.1.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지식  
   의 유형(예:사실, 개념, 절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하라.
9.2.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내용  
   의 심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하라.

기타

10.주의 조절의 원리: 학습자가 학습을 위한 준비(warm-up), 학습   
  의 진행, 학습의 마무리(warp-up)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의를 조절하고 행동을 촉진한다.

10.1.학습 시작 단계에 학습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는 이미지, 주의를 전환시키는 사운드, 학습의 시작  
    을 알리는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0.2.학습의 진행 도중 학습자가 핵심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는 강조 테두리, 효과음, 중요하다는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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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문구 등을 활용하여 두드러지게 설계하라.
10.3.학습 마무리 단계에는 학습자가 긴장을 풀고 학습에 대한 보상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이미지, 사운드, 긍정적 피드백의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1.실재감 형성의 원리: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11.1.강의자의 사진이나 실제 강의실 모습을 제공하라.
11.2.음성 제공 시 문어체보다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11.3.음성 제공 시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제공하라.
11.4.내용 요약 이외의 텍스트(도움말, 안내 등) 제공 시, 문어체보다  
    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4) 2차 사용성 평가를 통한 4차 설계모형 개발 결과

  3차 설계모형과 원리가 타당한지를 알아보고자 모바일 및 온라인 콘

텐츠 개발 전문가 1인, 교수자 2인을 대상으로 3차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한 2차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바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

문가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한 이유는 첫째, 콘텐츠 개발 

전문가를 통해 본 모형과 원리의 사용성이 높은지, 모형과 원리가 타당

한지 검증받기 위함이었다. 둘째, 본 모형이 주요 사용자로 가정하고 있

는 이들인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받음으로써 본 설계모형

과 원리가 교수자들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사용성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한 수정

된 설계모형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2차 사용성 평가 결과

  모바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전문가 2인, 교수자 2인이 3차 설계모

형과 원리를 토대로 직접 모바일 학습자료를 개발한 후, 설계모형과 원

리에 대해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CVI와 IRA는 <표 IV-15>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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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모형 활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3 3 4 3.25 1.00

15/18

=

0.83

모형을 통한 학습 설계 편리성 3 2 2 3 2.50 0.50

모형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 4 3 3 4 3.50 1.00

모형 시작과 끝의 명료성 4 3 3 4 3.50 1.00

모형의 설명성 4 2 2 4 3.00 0.50

모형의 체계성 4 3 3 3 3.25 1.00

모형 단계와 활동들의 명확성 4 3 3 3 3.25 1.00

모형 단계 간 관계의 명확성 4 3 3 3 3.25 1.00

모형 단계들의 포괄성 4 3 4 3 3.50 1.00

인지 부하 감소 4 3 3 3 3.25 1.00

학습 페이스 조절의 용이성 3 3 3 2 2.75 0.75

맞춤형 학습의 수월성 3 3 3 3 3.00 1.00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4 3 4 3 3.50 1.00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4 3 3 4 3.50 1.00

모형을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효

율성에 대한 인식
4 3 3 3 3.25 1.00

모형을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효

과성에 대한 인식
4 3 4 4 3.75 1.00

모형을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일

반화 가능성
4 3 3 4 3.50 1.00

모형을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추

후 활용 가능성
4 3 3 4 3.50 1.00

으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80보다 높으므로 높

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IRA는 .83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고 통용되는 .80보다 높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모형에 대한 2차 사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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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원리 활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 4 3 2 3 3.00 0.75

11/12

=

0.92

원리를 통한 학습 설계 편리성 4 4 3 3 3.50 1.00

원리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성 4 4 4 4 4.00 1.00

인지 부하 감소 3 4 3 4 3.50 1.00

학습 페이스 조절의 용이성 3 4 3 4 3.50 1.00

맞춤형 학습의 수월성 3 4 3 4 3.50 1.00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4 4 4 3 3.75 1.00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4 4 3 3 3.50 1.00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4 4 3 3 3.50 1.00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4 4 3 4 3.75 1.00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일반화 가능성
4 3 3 4 3.50 1.00

원리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의 

추후 활용 가능성
4 4 3 4 3.75 1.00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

도 지수(IRA)는 <표 IV-16>과 같다. CVI는 .98로 타당도는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평가자 간의 일치도 지수인 IRA는 .92로 높은 수준인 것

으로 해석되었다.   

        <표 IV-16> 설계원리에 대한 2차 사용성 평가 결과

(2) 2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된 수정 사항

  설계모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수정 사항으로 제안한 점들은 <표 

IV-17>과 같다. 첫째, 현재 모형이 일반적 교수설계모형과 갖는 차별성

이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모형을 보다 특징적으로 재시각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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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형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제적 설계 맥락과 양상

을 모형상에 효과적으로 반영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Gustafson & Branch, 2002), 1차, 2차, 3차 스팻 설계모형은 스팻 설계

의 특수한 실제적 설계 맥락과 양상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차, 2차, 3차 모형들은 스팻 설계의 단계를 선형적으로 시각

화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선형적 모형은 설계의 절차를 자칫 일률적이며, 

소극적이며, 경직된 단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Branch, 

1997). 그리하여 연구자는 본 모형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순환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선형적으로 진행되던 

모형을 원 형태로 재시각화하여, 핵심 단계인 설계 및 개발 단계를 원 

안에 표현하고, 그 외의 분석, 실행, 평가 단계는 원의 외부에 표현하였

다. 특히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 ‘개발’단계로 선

형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설계 및 개발 단계를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자료의 구조에 맞게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가 순환되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모형에서 ‘SP’, ‘A’, ‘T’의 세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 부유하는 형태로 ‘SP’, ‘A’, ‘T’

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사용성 평가’ 단계가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반복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에 사용성 평가가 걸쳐지는 모양으로 재시각화하였다.

  둘째, 모형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산만해 보인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각 단계별 세부 활동은 모형 상에서 삭제하고 모형 설명 부분에만 

포함시켰다. 

  셋째, 모형과 원리의 연결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모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원리들을 모형의 해당 단계에 표기하였다. 

  넷째, ‘형성평가’ 단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존

의 ‘실행’ 단계를 ‘실행 및 형성평가’ 단계로 수정하고 이 단계에서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피드백이 제공되는 화살표를 추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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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모형 재시각화의 필요성:
모형의 고유한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일반적 
교수설계모형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부재
(전문가 A, B, C, D)

-본 모형의 특성인 순환성을 강조하
기 위하여 기존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선형적으로 진행되던 
모형을 원 형태로 재시각화하여, 핵
심 단계인 설계 및 개발 단계를 원 
안에 표현하고, 그 외의 분석, 실행, 
평가 단계는 원의 외부에 표현함.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
전략 설계’, ‘개발’단계로 선형적이던  
기존의 설계 및 개발 단계를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구조에 맞

  다섯째, 전반적인 용어 수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 이를 수용하였다. 

먼저 본 모형은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모형이므로 ‘모바일 스팻 개발목적 

확인’보다는 ‘모바일 스팻 활용목적 확인’이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의

견을 반영하여 그와 같이 수정하였다. 또한 ‘학습내용 선정/구조화’ 단계

는 분석이 아닌 설계 단계의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습목표 및 

내용분석’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 및 학습환경 분석’은 너무 

일반적인 분석 절차로 들리며 특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으로 수정하였다.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 ‘SP, A, T 각 요소별 제작’, ‘스팻 통합/모바일 콘텐츠로 

구현’ 단계들은 학문적인 표현이 아닌 기술적인 표현으로 들리며 ‘단위내

용 설계’ 단계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단계명을 바꾸고 ‘SP, A, T 각 요소별 제작’, ‘스팻 통합/모

바일 콘텐츠로 구현’ 단계 대신 화면 설계의 하위 단계로서 ‘설계’, ‘개

발’, ‘통합’ 단계로 명칭을 단순화하였다. 마지막으로 ‘SP’, ‘A’, ‘T’와 같은 

약어의 경우 원어도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약어 밑에 

작은 글씨로 원어를 추가적으로 표기하였다.

    <표 IV-17> 3차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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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
면 설계’의 포함 형태로 재시각화함.

-본 모형에서 ‘SP’, ‘A’, ‘T’의 세 요소
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 부유하는 형태로 ‘SP’, ‘A’, 
‘T’를 시각화함.

-사용성 평가가 설계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자 
사용성 평가가 설계 전반에 걸쳐 진
행되는 형태로 재시각화함.

모형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산만한 느낌
(전문가 A, B, C, D)

-기존 모형에서는 각 단계의 세부 활
동까지 표시되어 있었으나, 세부 활
동은 모형상에서 삭제함.

모형과 원리의 연결성이 
불명확
(전문가 A, B, C, D)

-모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원리들 
을 모형의 해당 단계에 표기함.

‘형성평가’ 단계 추가 요망
(전문가 A, D)

-‘실행’ 단계를 ‘실행 및 형성평가’ 단
계로 수정하고 이 단계에서 모듈, 단
위내용, 화면 설계로 피드백 화살표
를 넣음. 

용어 
수정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모형이므로 ‘모바일 스
팻 개발목적 확인’보다
는 ‘모바일 스팻 활용
목적 확인’이 더 적합
(전문가 A)

-‘학습내용 
선정/구조화’단계는 
분석이 아닌 설계 
단계의 표현
(전문가 D)

-‘학습자 및 학습환경 
분석’은 너무 일반적인 

-‘모바일 스팻 개발목적 확인’을 ‘모
바일 스팻 활용목적 확인’으로 수정
함.

- ‘학습내용 선정/구조화’를 ‘학습목
표 및 내용 분석’으로 수정함.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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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절차
(전문가 D)

-‘모듈 교수전략 설계’, 
‘화면별 교수전략 
설계’, ‘SP,A,T 각 
요소별 제작’, ‘스팻 
통합/모바일 콘텐츠로 
구현’ 단계들은 
학문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표현. 
또한 ‘단위내용 설계’ 
단계가 부재
(전문가 A, D)

-SP, A, T와 같은 
줄임말의 경우 원래의 
표현 기재
(전문가 A, B, C, D)

강조하기 위해 ‘학습자 및 학습환경 
분석’을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으로 수정함.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단계명을 바꾸고 ‘SP,A,T 각 
요소별 제작’, ‘스팻 통합/모바일 
콘텐츠로 구현’ 단계 대신 화면 
설계의 하위 단계로서 ‘설계’, ‘개발’ 
‘통합’ 단계로 명칭을 단순화함.

-‘SP’, ‘A’, ‘T’ 용어의 원어를 ‘SP’, ‘A’, 
‘T’ 밑에 각각 작은 글씨로 표기함.

  설계원리에 대해 전문가 검토에서 수정된 사항은 <표 IV-18>과 같다. 

첫째, ‘기타’ 요소 용어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해당 원리를 포괄하는 

다른 용어를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반

영하여 기타 요소의 내용인 주의 조절, 실재감 형성 등은 학습자들의 학

습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원리들로 보여 ‘기타’ 대신 ‘학습 통제’

요소로 수정하였다.

  둘째, 원리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다. 먼저 ‘모델(메타포) 

형성의 원리’는 영어 표현이므로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모델과 메타포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를 수용하

여 ‘모델(메타포) 형성의 원리’를 ‘전형 형성의 원리’로 수정하였다. 또한 

‘10.주의 조절의 원리’에서 ‘주의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습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행동 유도’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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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그리하여 ‘10.주의 조절의 원리’를 ‘10.행동 유도의 원리’로 수

정하였다. 

  셋째, 지침의 위치 및 순서 변경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다. 먼저 ‘지

침 6.2’는 ‘6.적절성의 원리’ 보다는 ‘8.미니멀리즘의 원리’의 하위 지침으

로 적절해 보인다는 제안을 수용하여 ‘지침 6.2’를 ‘8.미니멀리즘의 원리’

의 하위 지침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지침 8.7’은 ‘8.미니멀리즘의 원리’보

다는 ‘6.적절성의 원리’에 적합한 지침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6.적절성

의 원리’의 하위 지침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지침 6.1’과 ‘지침 6.2’의 순

서를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두 지침의 순서를 바꾸었

다.

  그 외에도 ‘지침 7.4’가 불필요한 지침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지침을 삭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원리 및 지침 설명을 보다 간결하고 매

끄럽게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전반적으로 원리 및 지침의 설명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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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기타’요소는 용어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해당 원리를 포괄하는 
다른 용어를 탐색
(전문가 A, B, C)

-기타 요소의 내용인 주의 조절, 실재
감 형성 등은 학습자들의 학습을 통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원리들로 보여 
‘기타’ 대신 ‘학습 통제’요소로 수정함. 

원
리 
명
칭 
변
경

‘모델(메타포)’ 형성의 원리
는 영어 표현이므로 한글 표
현으로 바꾸고 모델, 메타포
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수정
(전문가 A)

‘주의 조절의 원리’에서 ‘주
의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습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
하는 것이므로 ‘행동 유도’라
는 표현이 적절
(전문가 A)

-‘1.모델(메타포) 형성의 원리’를 ‘전형 
형성의 원리’로 수정함.

-‘10.주의 조절의 원리’를 ‘행동 유도의 
원리’로 수정함.  

지
침 
위
치 
및 
순
서 
변
경

‘지침 6.2’는 ‘6.적절성의 원
리’ 보다는 ‘8.미니멀리즘의 
원리’의 하위 지침으로 적절
해 보임.
(전문가 B, C)

‘지침 8.7’은 ‘6.적절성의 원
리’에 적합한 하위 지침으로 
보임.
(전문가 B)

‘지침 6.1’과 ‘지침 6.2’의 순
서를 바꾸는 것이 보다 적절
(전문가 A)

-‘지침 6.2.’를 ‘8.미니멀리즘의 원리’의 
하위 지침으로(지침 8.7) 수정함.

-‘지침 8.7’을 ‘6.적절성의 원리’의 하위 
지침(지침8.7)으로 수정함.

-‘지침 6.1’과 ‘지침 6.2’의 순서를 바꿈.

‘지침 7.4’는 불필요
(전문가 A)

-‘지침 7.4’를 삭제함.

간결하지 못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수정 요망
(전문가 A, B, C, D)

-원리 및 지침의 표현들을 보다 간결하
고 매끄럽게 수정함.

<표 IV-18> 3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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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설계모형 도출 결과

  2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4차 설계모형을 도출하였다[그림 IV-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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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4차 설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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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설계모형의 가정은 1차 설계모형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며, 모형의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스팻 활용목적 확인: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학습자들이 

해당 모바일 스팻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목적을 확인해야 한

다. 또한 최종적인 학습자료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기대하는가를 파악해

야 한다. 

② 학습목표 및 내용분석: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학습을 마친 후 학

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가(박성익 외, 2011), 즉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

해 학습자가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을 학습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모듈 전반 및 각 단위내용별 학습내용을 선정 및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습자 및 모바일 학습환경 분석: 이 단계는 학습자 및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 먼저 학습자료를 활용하게 될 대상 학습자의 수

준, 학습 스타일이나 선호, 주로 학습하는 상황 등 학습자 관련 특성들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학습자 특성 분석과 동시적으로 모듈의 크기, 매

체 유형 등을 결정하게 된다.  

④ 모듈 설계: 이 단계는 모듈의 전반적인 내용 및 구조, 교수전략을 결

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가능하다면 학습에의 참조나 안내가 될 수 

있는 모델이나 메타포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원리 1). 또한 이 단계에서는 모듈에서 다룰 내

용의 조직 구조를 만들게 된다(원리 2). 모듈의 구조화 시에는 모듈이 몇 

개의 단위내용으로 구분되도록 소주제별 청크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단계에서 도출된 모듈의 조직 구조는 모듈의 도입부 혹은 종결부에 

목차, 요약자 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모듈 전반의 형식과 구조를 일관되게 설정해 놓아야 한다(원리 3). 형식

적 측면에서 모듈의 진행방식, 구조적 측면에서 모듈의 템플릿 등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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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

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교수전략 설정에 있어서는 예

를 들어 해당 모듈이 이론 전달 위주라면, ‘이 모듈은 사례 기반 튜토리

얼로 가겠다.’ 와 같이 모듈의 전체적인 교수 전략 및 학습활동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방향을 결정해놓아야 한다.

⑤ 단위내용 설계: 이 단계에서는 단위내용별로 다룰 내용, 구조, 교수전

략을 결정하게 된다. 각 단위내용이 시작될 때에는 소도입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설정하거나 해당 단위내용의 목차를 제시하는 등 단위내용

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indicator)를 설정할 수 있다(원리 4). 또한 단위

내용의 종결 시에는 역시 이를 암시하는 단서(cue)를 설정하거나 해당 

단위내용을 요약하는 요약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원리 5). 

⑥ 화면 설계: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각 화면별로 세부적인 학습 내

용을 어떻게 배치 및 구조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즉 각 화면마다 이미

지, 텍스트, 오디오 자료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설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설계자는 각 화면별로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때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설계, 개발, 통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

다. 첫째, 각 화면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설계해야 한다(원리 6). 둘째,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서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주어야 한다(원리 

7). 셋째, 모바일 학습에서는 화면의 크기가 작음을 고려하여 가시성과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집약, 단순화, 최소화하여 내용을 제시하

는 것, 즉 미니멀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원리 8). 넷째, 학습자별 

선택적, 수준별 학습의 가능성, 이동 중의 학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식 유형 및 심화 정도에 따라 화면을 구분하여 분절적으로 설계해야 

한다(원리 9).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화면별로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설계하고, 그 뒤 설계에 따라 각 요소들을 개발하여 gglearn 

Tutor와 같은 모바일 스팻 개발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함으로써 정지이미



- 153 -

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는 스팻 형식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모바일 콘텐

츠로 구현된다. 또한 이러한 설계, 개발, 통합은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화면 설계 시에는 학습자가 학습을 위한 준비(warm-up), 진행, 

마무리(wrap-up)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계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조절하고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원리 10). 뿐만 아니라 면대면 수

업을 듣는 것에서 느끼는 실재감을 모바일 학습을 통해서도 제공해주기 

위하여 실재감 형성을 촉진하는 장치들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원리 11).

⑦ 모바일 사용성 평가: 모바일 사용성 평가 단계는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 단계와 동시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스팻 기반

의 모바일 학습자료는 동영상 기반의 자료와 달리 수정 및 보완, 업로드

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gglearn Tutor 소프트웨어는 해당 프로그

램상에 이미 각 화면 번호별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링크 등을 삽입하

는 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 제작이 완료되지 않고 일부 화

면별 자료 제작만 완료되어도 교수설계자는 언제든 제작된 자료를 온라

인에 업로드함으로써 모바일 기기에서 개발물이 구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성 평가는 주로 화면 설계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 화면별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설계 및 

개발한 후 해당 화면이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수시로 확

인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에서의 테스트 후 

모듈 전반의 구조, 혹은 단위내용 전반의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

면 그러한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으로 하여 모듈, 단위내용 수준

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오디오 자료는 오디오 녹

음 및 분절을 해야 하므로 이미지, 텍스트 자료에 비해 개발 시간이 오

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자료가 준비되고 전반적인 

화면별 자료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오디오 녹음을 하는 것이 효

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⑧ 실행 및 형성평가: 이 단계에서는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로 교수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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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진행하게 된다. 교수설계자는 개발한 학습자료를 온라인상에 게시

하여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개별학습을 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때에

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학습자료와 함

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혹은 오프라인 수업의 보충 자료로

서 플립러닝 수업 등에 블렌디드 방식으로 모바일 학습자료를 활용할 경

우에는, 수업 시간에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조작 및 사용하는 법을 안내

해주고, 수강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오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형성평가를 통해 개발된 자료의 학습 효과 및 모바일에서의 사용

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해당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모듈, 단위내용, 화면 

설계 단계에 반영하여 학습자료를 수정 및 보완, 재제작할 수 있다. 동영

상 기반의 자료와 달리 스팻 기반 자료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재제작 및 수정이 용이하다. 즉 화면 순

서의 재구성, 화면의 첨가 및 제거, 화면별 수정 및 보완 등이 손쉽게 반

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⑨ 총괄평가: 총괄 평가에서는 개발된 학습자료의 학습 효과 및 모바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추후 이루어질 다

른 학습자료의 개발 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

는 <표 IV-19>와 같다. 설계원리별 화면 예시는 [부록 7]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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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계원리 및 지침

모듈

1.전형 형성의 원리: 학습에 참조(reference), 안내(guidance)가 될   

수 있는 모형(model)이나 은유(metaphor)를 형성한다.

1.1.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응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라.

1.2.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비유해줄 수 있는 은유를 제시하라.

2.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구조 이해, 브라우징을 도울 수 있도록    

전반적인 학습 내용의 포괄적인 구성을 제시한다.

2.1.모듈의 도입부에 모듈의 목차를 선행조직자로서 한 화면의 분량  

   으로 제시하라.

2.2.모듈의 종결부에 모듈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한 화면의 분량으  

   로 제시하라.

3.일관적 구성의 원리: 자료의 형식과 구조를 일관되게 구성한다.

3.1.모듈의 진행 방식을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도록 설계하라. 

  (예: 설명-예-문제풀이)

3.2.이미지는 일관된 보더 혹은 템플릿을 사용하며, 오디오는 동일한  

  녹음 환경에서 일정한 주파수로 제작하며, 텍스트는 일정한 텍스  

  트 형식을 유지하라

단위

내용

4.소도입(intro) 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     

(indicator)를 제공한다.

4.1.단위내용 시작 시, 내용 전환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4.2.단위내용 시작 시, 해당 단위내용의 조직 구조를 한 화면 분량으  

   로 제시하라.

5.소종결(outro) 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종결됨을 알리는 신호     

(indicator)를 제공한다.

<표 IV-19> 4차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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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면 내의 이미지에 대하여 텍스트와 오디오를 제공할 시, 텍스  

  트는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언어적 개요를 포함해야 하며, 오디  

  오는 텍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나레이션을 제시하라.

7.상호보완성의 원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서로 부족한 측면   

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7.1.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 나  

   레이션으로 병행하여 제시하라.

7.2.텍스트만 제공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라.

7.3.이미지가 화면의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할 경우, 텍스트  

   로 화면의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를 제시하라.

8.미니멀리즘의 원리: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보를 최소화, 단순화한다.

8.1.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2.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미지 제시 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조가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3.음성이나 소리효과는 필요한 내용만 간결, 명료하게 제공하라.

8.4.텍스트는 본문에 대한 타이틀을 헤더로서 상단에 별도 제시하라.

8.5.텍스트는 도움말이나 안내 제시를 제외하고는 언어적 개요 형태  

   로 오디오 내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라.

8.6.텍스트는 관련 내용별로 그룹핑하여 제시하라.

8.7.한 화면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동시에 일괄 제시하라. 

9.분절성의 원리: 학습자별로 선택적,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  

 식의 유형 및 심화 정도에 따라 화면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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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주의를 조절하고 행동을 촉진한다.

10.1.학습 시작 단계에 학습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는 이미지, 주의를 전환시키는 사운드, 학습의 시작  

    을 알리는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0.2.학습 진행 도중 학습자가 핵심적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  

    도록 중요한 내용에는 강조 테두리, 효과음, 중요하다는 텍스트  

    문구 등을 활용하여 두드러지게 설계하라.

10.3.학습 마무리 단계에는 학습자가 긴장을 풀고 학습에 대한 보상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이미지, 사운드, 긍정적 피드백의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1.실재감 형성의 원리: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사   

 회적 실재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11.1.가끔씩 화면상에 강의자 사진이나 강의실 풍경을 제공하라.

11.2.음성 제공 시 문어체보다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11.3.음성 제공 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녹음한 목소리를 제공  

    하라.

11.4.내용 요약 이외의 텍스트(도움말, 안내 등) 제공 시, 문어체보다  

    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각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형 형성의 원리

  학습자료의 설계할 때, 거시적 수준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모형 혹은 

은유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모형이나 은유는 학습자들이 해당 학습

자료를 학습할 때, 일종의 참조(reference), 안내(guidance)를 제공해준다. 

즉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영역의 사전지식을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게 함

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자료에 대한 친근감(familiarity)을 높이고, 학습자들

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 

  모형이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점차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서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 조작(작동), 관계, 관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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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을 말한다(Rubinstein & Hersh, 1984). 그러한 모형은 사용자로 하여

금 그것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Smith et al., 1982).  

  모형과 은유가 시스템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수록 시스템을 보

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Jones, 1988).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형을 형성해나갈 수 있지만, 학

습자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자가 

모형과 은유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Rubinstein & Hersh, 1984). 또한 이 

때 모형과 은유는 복잡한 것이거나 시스템의 실제적 기능을 정확히 대변

할 필요는 없으며, 시스템을 가장 잘 설명해주며, 학습자에게 이미 친숙

한 것이며, 일관성을 가진 것이면 된다(Rubinstein & Hersh, 1984). 

② 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학습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거시적 수준에서 전반적인 학습 내용에 대

한 조직 구조(organizing structure)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총체적 수준의 

구조로서 내용의 요지, 본질과 같은 의미론적 내용, 또한 내용이 분류되

고 배치되어 있는 형식을 학습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 구성을 보여주어야 한다(Kinstch & van Dijk, 1978). 책과 같은 인

쇄 매체는 앞에서 뒤로 선형적으로 정보가 제시되며 물리적으로 책장을 

앞뒤로 넘겨가며 보다 유연하게 내용을 훑어보기, 즉 브라우징하기 쉬운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전자 매체의 경우 지식과 정보들이 특정 공간 속

에 ‘갇혀(locked-up)’있기 때문에 전체 정보를 한 눈에 훑어보거나 특정 

정보를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인쇄 매체에서보다 어려운 경향이 있

다(Jones, 1988). 

  따라서 전자 매체 기반의 학습자료를 제공할 때, 내용의 거시적인 조

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도 내용

의 전체 구조를 보다 쉽게 훑어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Schwarts & Heiser, 2005), 학습자 개인의 목적이나 흥미에 따라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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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보다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

습할 수 있게 해준다(Duchastel, 1982). 특히 조직구조를 제시할 때 정보

를 ‘공간적으로’ 구조화하여 배치하여 제시할 경우 학습자의 구조 파악 

및 정보 브라우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Weyer, 1982). 모듈의 도입

부에 전체 내용의 목차를 일종의 선행 조직자로서 한 화면 내의 분량으

로 제시하거나, 모듈 후반부에 전체 내용을 요약한 요약자로서 텍스트나 

그래픽 조직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일관적 구성의 원리

  학습자료의 형식 및 구조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은 학습자가 다음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예방하고, 학

습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모바일 화면에서 보여지는 지식과 정보

는 전자 매체의 특성상 인쇄 매체와는 달리 학습자가 전체적인 구조를 

물리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힘들어 전체 정보 공간에 대한 직관을 생성하

거나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다(한안나, 2006). 그 결과 학습자들은 방대

한 정보 속에서 인지 과부하로 인한 방향감 상실(user disorientation), 정

보 공간에서의 길잃음(lost of hypermedia) 등을 겪을 수 있다(임정훈, 

1997; Davis et al., 1989).

  학습자료의 형식과 구조에 일관성을 부여할 경우 학습자는 과거와 현

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예측하고 그

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Gram & Cockton, 1996). 인간은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일련의 정신 모형

(mental model)을 형성해 나가며, 이것은 의사소통 과정과 미래의 행동

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성은모, 2009).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예측성(predictability)을 증가시켜주기 위

해 먼저 형식적 측면에서 학습자료의 진행 구조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설명, 예, 문제풀이와 같은 동일한 구조가 반복적으

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는 모듈의 진행을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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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인지 과부하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모듈의 일관성

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제공되는 이미지의 템플릿이나 보더, 텍스트나 

오디오의 형식, 주요 내용에 대한 강조 방식 등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

써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

한 학습을 조력할 수 있다. 

④ 소도입 제시의 원리

  학습자료를 구성할 때에는, 학습자가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지식과 정보를 분절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Jones, 1988).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복잡도를 낮추고 학습자의 인지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Seybold, 1981). 일정한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활동은 일련의 청크(chunks)나 덩어리, 무리(clumps)로 조직될 

때,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Jones, 1988). 이것은 

인간의 단기 기억이 저장 용량의 한계를 갖는 것과 일정 부분 관련된다

(Miller, 1968; Shneiderman, 1980). 즉 인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제공할 때, 각 청크들을 완

수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그렇게 단계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활동을 

수행하다보면, 결국 하나의 큰 덩어리를 완수하는 것보다 인지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목표에 보다 쉽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꾸준히 화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

황이 잦을 뿐 아니라 주위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학습에 지속

적으로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다(이인숙 외, 2006; Kukulska-Hulme et al., 

2009). 따라서 학습자료의 제공 시에는, 단위내용별로 분절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단위내용의 시작과 종료 시점(end-state)에서는 

적절한 신호(indication)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과 같은 인쇄 매

체로 학습을 할 때에는 학습자가 현재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했고, 앞으

로 무엇을 얼만큼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를 물리적으로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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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C나 모바일 화면을 통해 학습할 경우에는 자신이 현재 어느 정

도를 학습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가 더

욱 요구된다. 

  단위내용들에 대해서도 모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내용의 시작 시점

에는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로서 해당 단위내용의 전반적 조직 구조

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단위내용의 조직 구조로서 요지와 같은 의미

론적 내용, 또한 내용이 분류되고 배치되어 있는 형식을 학습자가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Kintsch & 

van Dijk, 1978). 단위 내용의 조직 구조를 거시적 수준에서 제공받음으

로써 학습자는 새로이 단위내용이 시작됨을 인지할 뿐 아니라, 전반적 

내용의 구조를 보다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Schwarts 

& Heiser, 2005). 각자의 목적이나 흥미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Duchastel, 1982). 또한 새로운 단위내

용으로 전환될 시에는 효과음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단위

내용이 시작됨을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⑤ 소종결 제시의 원리

  소도입 제시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단위내용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 역

시 필요하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청크들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서 학습자들은 ‘종료(closure)’라 불리는 주관적인 완성감(completion), 성

취감(accomplishment)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이것은 그들의 학습에 긍정

적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Miller, 1968). 

  따라서 단위내용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명료한 신호

(indication)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위내용의 후반부에 전체 내용을 요약한 요약자

로서 텍스트나 그래픽 조직자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단위내용이 끝났음을 

암시하면서 학습자의 파지와 기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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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적절성(adequacy)의 원리

  화면내에서 제시되는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가 내용적으로 적절한 연

결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박진용, 2003; 이성만, 1995; de 

Beaugrande & Dressler, 1981). 적절성의 원리에 따르면 스팻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설계할 때, 전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오디

오, 텍스트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달하려는 정보의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각

각이 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이미지는 해당 화면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해당 화

면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그림, 도식, 혹은 글이 올 

수 있다. 이미지는 정보를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별성, 정

보를 한 번에 제시하는 일괄성을 가지며, 내용의 구조를 보다 적은 인지

적 노력으로도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공간적으로 재현해줄 수 있는 특

징을 갖기 때문이다(Schwartz & Heiser, 2005).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영

상 방식의 학습자료는 일정한 시간을 소비하며 내용을 연속적으로 듣고 

보아야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것과 달리, 스팻 기반의 자료는 이미지들만

을 빠르게 훑어봄으로써 전반적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게 되

는 것이다. 혹은 해당 화면의 내용을 대표하지는 않으나 학습자들의 호

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이미지로 선정할 수도 있

다. 또한 그 추상성에 있어서 텍스트 없이 순수하게 점, 선, 면을 바탕으

로 이루어진 도식, 그림이나 사진이 이미지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그림

과 텍스트가 혼합된 형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디오는 이미지처럼 내용을 일괄적, 일별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나, 

일정한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달해주며, 이미지가 표

현하지 못하는 세세한 설명 혹은 부연 설명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혜정, 홍영일, 2011). 따라서 음성으로서의 교수자의 강의 내용을 오디

오로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보다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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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용을 강조하거나 내용 

전환을 알리는 효과음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학습자들의 긴장을 완화하

거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음악 등이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는 이미지처럼 시각적인 정보이면서도 오디오와 같이 언어의 형

태를 가지는 이미지와 언어의 중간적 정보 형식으로서 주요 정보를 보다 

집약적으로 재현해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는 이미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 오디오 나레이션에 대한 키워드

나 화면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가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설계

자가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학습 진행에 대한 안내나 도움말, 

주의를 환기시키는 멘트나 보상으로서 칭찬이나 격려 등이 텍스트로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드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모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양식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인지 부하와 학습 효율 측면에

서 바람직할 것이다(Mayer, 2001, 2009). 

⑦ 상호보완성의 원리

  인지부하이론의 ‘양식의 원리(modality principle)’에 따르면 이미지만으

로 전달하려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더라도, 이미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오디오 나레이션이 함께 제시될 때, 학습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Koroghlanian & Klein, 2004; Mayer & Moreno, 1998; Moreno & 

Mayer, 1999; Mousavi, low, & Sweller, 1995). Paivio의 이중부호화이론

에 따르면, 학습자는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각과 청각의 채널에서 각각 병

렬적으로 하게 되며, 따라서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작동 기억의 용

량이 확장되고 인지부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텍스트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는 관련 있는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내용의 이해, 기억, 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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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yer, 2001, 2009). 시각을 자극하

는 이미지는 언어적 정보에 대한 맥락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며(Bradford & Johnson, 1972; Muller, 1980), 그림

이나 사진, 도식 등의 다양한 시각도구는 언어적 정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Heinich, 

Molenda, Russell, & Saldino, 2002).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해당 화면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이미지

만으로 화면 내용의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텍스트로 언어적 

개요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미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쉽

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반면, 언어적 개요는 오해의 소

지를 최소화하고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Quintana, Krajcik, & Soloway, 2002).  

⑧ 미니멀리즘의 원리       

  화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휘도가 높은 모바일 화면에

서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

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안나, 2006; Morris 

et al., 2003; Zhang & Wolfram, 2001). 즉 미니멀한 접근(Carroll & 

Rosson, 2005)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사물의 본질만을 

남기고,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과 같은 그 외의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소

화해야한다는 예술 사조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 

시에도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접근을 반영하여 전달해야 하는 지식과 정

보의 핵심만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단순화된 정보를 제시할 때, 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Marcus, 1995). 

  미니멀리즘의 접근은 추상성, 단순성, 경제성 등의 개념과도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추상성(abstraction)은 특정 대상이 그것의 가장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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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황지연, 2001). 사물의 가장 핵심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표상에서 공통되는 성질이나 징표 등을 뽑아내어 전

체 상에서 요약, 발췌, 정비해가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오광수, 

1988). 이러한 추상성은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단순성은 최소한의 정

보로 최대한의 의사소통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

히 삭제 및 축소하여 축약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

세리, 2006). 또한 이 때 단순성은 단지 외형을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처

리하는 것 뿐 아니라, 보다 명확한 정보 전달 방법을 찾기 위해 표현하

고자 하는 바의 본질만을 집약시키고 나머지는 과감히 배제 혹은 삭제하

는 것을 의미한다(성은모, 2009). 또한  추상성, 단순성은 기본적으로 ‘경

제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경제성의 원리는 꼭 필요한 요소들만을 

발췌하여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김진우, 

2005; 백영균, 2001). 일반적으로 인간은 화면 전체를 먼저 인식한 후 세

부 영역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복잡

할수록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성

은모, 2009). 따라서 내재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지식과 정보

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것이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 경제성의 원리이다. 

  이와 같은 미니멀한 접근에 기반하여 정지이미지, 오디오, 지식과 정보

를 모바일 화면상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정지이미지의 경우 내용 이

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을 위

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시각적으로 추상화된 이미지나 도식을 제시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구조가 한 

눈에 파악되도록 구조화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

음으로 오디오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명료한 음성으로 담아야 하며, 내

용과 관련성의 낮은 강의 내용 등은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 텍스트와 

대비되는 구술적 언어인 ‘말’은 부연적이고, 중복적이기도 하고, 억양과 방언 

등과 같은 변형이 많으며,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따라서 교육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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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보면 정리보다는 이해를 추구한다(이혜정 & 홍영일, 2011).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간단히 말하면,...” 등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재진술

(rephrase)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등 간결하지 못하며 부연적

인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모바일 학습을 위한 오디오 자료로서의 말은 미

니멀리즘의 원리를 반영하여 가능한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집약적

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텍스트의 경우 보다 압축적 정보를 

눈에 띄게 제공하기 위해 헤더를 반드시 상단에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관련 내용끼리 그룹핑하여 제시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이미지나 텍

스트와 동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Mayer & Anderson, 1991, 1992; 

Mayer et al., 1999). 이미지나 텍스트와 관련된 오디오가 시간적으로 동

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의 인지 부하가 증가되고, 주의 분산

(split attention)이 일어나게 되어 학습의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⑨ 분절성의 원리

   인지부하이론에서는 분할의 원리(segmantation principle)를 통해 학

습자가 내용을 조직화 및 통합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억 용량을 고려하

여 교수와 학습 내용을 청킹하여 분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Mayer & 

Chandler, 2001). 또한 사전학습 원리(pretraining principle)를 통해 분절

적 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습 내용 중 일부 요소들을 미리 제시하고 

심화된 내용을 나중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순서화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Mayer et al., 2002; Pollock et al., 2002). 정보와 

지식을 분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학습 매체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며 

내재적 부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Seybold, 1981; Mayer, 2001, 

2009). 

  따라서 학습자료를 연속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내용의 심화 정도, 지

식과 정보의 유형에 따라 화면별로 구분하여 학습자가 한 번에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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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청크의 정보와 지식을 분절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⑩ 행동유도의 원리

  모바일 학습은 독립적인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해야 하며, 이

동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면대면 학습이나 이러닝 학습보다 학습자

의 주의 조절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임철일, 2001). 따라서 학습자의 학

습 관련 행동들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요구된다. 

  학습의 도입부와 종결부에는 각각 학습자가 준비(warm-up)와 마무리

(wrap up)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먼저 학습의 도입

부에는 재미있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이미지,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사운

드, 학습이 시작됨을 알리는 텍스트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치의 설계는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고 학습할 내용에 대한 흥미

를 유발해주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의 

종결부에는 학습을 마친 것에 대한 보상 장치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

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제공

하거나, 혹은 학습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담긴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준비와 마무리를 위한 설계는 학습자들의 심리

적 안정 뿐 아니라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때의 정보자극은 격렬하고 낯선 것보다는 부드럽고 친숙한 것

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orling, 1981; Richman, 1976; 

Stratton & Zalznowski, 1984). 

  학습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두드러지게 설계하여 강조해야 

한다. 강조성이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기억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부분들로부터 구분되도록 하는 특성

을 말한다(손지영, 2004; Heines, 1984). 정보량이 많을수록 신호

(signaling)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외재적 인지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신

호의 원리(signaling principle)’로 불리고 있다 (Lorch, 1989; Mautone & 

Mayer, 2001).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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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강조함으로써 학습자가 주의를 끌고, 중요한 정

보를 선택하게 하며, 중요한 정보가 기억체계 속에서 일종의 부호화 단

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미 있게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

(Cashen & Leicht, 1970; Golding & Fowler, 1992; Lorch, Lorch, & 

Klusewitz, 1995). 

  강조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내용 제시 시, 신호나 단서를 제공해야 한

다. 먼저 시각적인 방법으로는 중요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해서 비언어

적 장치로 글자 크기, 볼드체, 테두리선, 색상, 화살표, 밑줄 등의 방법으

로 정보의 일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Hershberger & Terry, 1965; Glynn, 

britton, & Tillman, 1985; Lorch, Lorch, & Klusewitz, 1995). 또한 텍스트

로 해당 정보가 중요함을 직접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디오를 활용한 방법으로는 음성으로 해당 내용이 중요함을 안내하거

나, 중요한 화면에 효과음을 삽입할 수도 있다.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사

운드로서 이어콘(earcon: 컴퓨터 작업 수행을 나타내는 음성 신호)은, 인

터페이스와 결합된 소리를 사용한 신호 체계로서(Blattner, Sumikawa, & 

Greenberg, 1989), 학습자가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때 일종의 힌트를 주

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ewster, Raty, & Kortekangs, 

1996). 모바일 화면과 같이 제한된 크기의 기기에서는 시각적 강조 장치

를 주는 것보다는 이어콘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Leplater & Brewster, 2000). 또한 중요한 화면의 경우에 텍스

트로 중요한 화면임을 진술하는 것도 강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강조 기법을 활용할 경우 강조된 부분이 다른 부분들로부터 

분리되어 학습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연이 증가됨으로써 결국 회상이 

증가되는 분리 효과(isolation effect), 중요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 선택적 주의 집중 효과(selective attention effect), 

정보가 기억 체계 속에 입력되도록 도와주는 정보의 부호화 효과

(encoding) 등의 인지적 효과가 있다(손지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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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실재감 형성의 원리

  모바일이나 이러닝과 같은 가상학습공간에서 학습자들이 면대면 강의

에서와 같은 실재감(presence)을 갖는 것은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ng & Kang, 2006). 모바일 학습 시 학

습 도중 강의자의 사진이나 강의실 풍경 등을 제시해주는 것은 학습자들

에게 면대면 수업에 있는 것과 같은 실재적 맥락을 제공해 주고, 지원적

인 대인관계를 형성시켜 준다. 이러한 실제적 맥락과 지원적인 대인관계

의 제공은 결국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여주며 학습 활동에의 참

여를 증진시켜줄 수 있다(Biocca, Harms, & Burgoon, 2003; Cho et al., 

2015).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학습 도중 강의자의 사진이나 강의실 풍경 등을 

간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강의자의 이미지가 항상 제공될 필요는 없

으나(Mayer, 2001, 2009), 학습 도중 수시로 제공될 경우 학습자들은 사

회적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디오로 음성을 제공할 때 기

계음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직접 녹음하고, 문어체가 아닌 대화체를 사

용하며, 언어적 개요 이외의 텍스트 제공 시에도 대화체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은 보다 친근감을 느끼며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Mayer, 2001, 

2009).

  이상의 설계원리와 지침의 예시는 [부록 9]에 첨부하였다.

(4)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4차 설계모형과 원리에 대하여 교수설계 전문가 3인,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가 1인으로부터 모형 도출 과정, 모형 전반, 설계원리 전반, 개

별 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먼저 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표 

IV-20>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1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80보다 높으므로 내용타당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

되었다. IRA는 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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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타당성 4 4 4 4 4.00 1.00

5/5=

1

설명력 4 4 4 3 3.75 1.00

유용성 3 4 4 4 3.75 1.00

보편성 3 4 3 4 3.50 1.00

이해성 4 4 4 3 3.75 1.00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타당성 4 4 4 4 4.00 1.00

6/6=

1

설명력 3 3 4 4 3.50 1.00
유용성 4 3 4 4 3.75 1.00

수준이라고 통용되는 .80보다 높으므로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IV-20> 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표 IV-21>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1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80보다 높으므로 내용타당도가 매우 높은 수준

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IRA는 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의 평가를 신

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통용되는 .80보다 높으므로 평가 결과를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

도 지수(IRA)는 <표 IV-22>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97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80보다 높으므로 내용타당도가 높은 수준



- 171 -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모듈

전형 형성 3 4 2 4 3.25 0.75

37/42

=.88

1.1.모형 제시 3 4 2 3 3.00 0.75
1.2.은유 제시 3 4 2 3 3.00 0.75
조직구조 제시 4 4 3 4 3.75 1
2.1.목차 제시 4 4 4 4 4.00 1
2.2.요약 제시 4 4 4 4 4.00 1
일관적 구성 4 4 4 4 4.00 1
3.1.형식 일관성 3 4 4 4 3.75 1
3.2.구조 일관성 4 4 4 3 3.75 1

단위

내용

소도입 제시 3 4 4 4 3.75 1
4.1.단서 제시 4 4 4 4 4.00 1
4.2.목차 제시 4 3 4 4 3.75 1
소종결 제시 3 4 4 4 3.75 1
5.1.단서 제시 4 4 4 4 4.00 1
5.2.요약 제시 4 4 4 4 4.00 1

화면

적절성 4 3 2 3 3.00 0.75
6.1.선택적 제시 3 4 4 3 3.50 1
6.2.적합한 제시 3 3 4 3 3.25 1
상호보완성 4 4 4 3 3.75 1
7.1.오디오 제시 4 4 4 3 3.75 1
7.2.이미지 제시 3 3 4 3 3.25 1
7.3.텍스트 제시 3 4 4 3 3.50 1
미니멀리즘 4 4 4 4 4.00 1

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IRA는 .8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통용되는 .80보다 높으므로 평가 결과를 신

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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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심화 정도 4 4 3 3 3.50 1

학습

통제

행동유도 4 4 2 4 3.5 0.75
10.1.학습 준비 3 4 3 4 3.5 1
10.2.학습 진행 4 4 3 4 3.75 1
10.3.학습 마무리 4 3 3 3 3.25 1
실재감 형성 4 4 4 4 4.00 1
11.1.강의 모습 4 4 4 4 4.00 1
11.2.구어체 4 4 4 4 4.00 1
11.3.사람의 음성 4 4 4 4 4.00 1
11.4.대화체 4 4 4 4 4.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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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모형에 대한 효과성 검증 결과

  4차 설계모형과 원리가 교수설계자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

계와 학습자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교수

설계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해보았다.

1)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의 효과성 검증 결과 

  설계모형과 원리가 초보 교수학습자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

계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초보 교수설계자 6인을 대상으로 사용

성 평가를 진행하고 모형의 강점, 약점, 개선점 등에 관련하여 심층 면담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3차 사용성 평가 결과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표 IV-23>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95로 내용타당도가 높

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80보다 높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높은 수준

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IRA는 .83으로 이는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통용되는 .80보다 높으므로 전문가의 평가의 합의도 혹

은 일치도가 높아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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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모형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3 3 4 3 3 3 3.17 1

15/18

=0.83

모형을 통한 학습자료 

설계의 편리성
3 3 4 4 4 3 3.33 1

모형 활용 방법 이해의 용이 3 3 4 4 3 3 3.17 1

모형 시작과 끝의 명료성 3 3 3 3 4 4 3.33 1

모형의 설명성 3 3 4 4 4 4 3.67 1

모형의 체계성 3 4 4 3 4 4 3.67 1

모형단계와 활동들의 

명확성
3 3 3 3 4 4 3.67 1

모형단계 간 관계의 명확성 3 3 4 4 4 4 3.67 1

모형 단계들의 포괄성 3 4 3 3 4 4 3.5 1

인지 부하 감소 3 2 3 3 3 2 2.67 0.67

학습 페이스 조절의 용이성 2 3 2 3 4 4 3 0.67

맞춤형 학습의 수월성 3 4 3 3 4 3 3.33 1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3 4 4 3 4 3 3.5 1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3 3 4 3 4 3 3.33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3 4 3 4 3 3 3.33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 4 3 3 4 3 3.33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일반화 가능성
3 4 3 2 4 2 3 0.67

 <표 IV-23> 설계모형에 대한 3차 사용성 평가 결과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CVI)와 채점자간 일치

도 지수(IRA)는 <표 IV-24>과 같이 나타났다. CVI는 .94로 타당도는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IRA는 로 .67로 보통 수준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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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원리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3 4 4 3 4 3 3.5 1

8/12

=

0.67

원리를 통한 학습자료 

설계의 편리성
3 4 4 4 3 2 3.33 0.83

인지 부하 감소 4 3 3 3 4 4 3.5 1

학습 페이스 조절의 용이성 3 2 3 3 4 4 3.17 0.83

맞춤형 학습의 수월성 2 3 3 3 4 4 3.17 0.83

분절적인 학습에의 적합성 2 3 4 3 4 4 3.33 0.83

이동 중의 학습에의 적합성 4 3 4 3 4 4 3.67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4 4 3 4 4 4 3.83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 4 3 4 3 4 3.5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일반화 가능성
3 4 4 4 4 4 3.83 1

모형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의 추후 활용 가능성
3 4 3 4 4 3 3.5 1

        <표 IV-24> 설계원리에 대한 3차 사용성 평가 결과

 

(2) 심층 면담 결과

  심층 면담 결과 모형의 강점, 약점, 개선점 등에 대한 교수설계자들의 

의견은 <표 IV-2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본 모형의 강점은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의 고유성이 드러나도

록 시각화가 되어 있어 절차 전반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용이하다는 것

이었다. 설계자들은 활용목적 확인에서 시작하여 설계 및 개발의 과정을 

거쳐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한 눈에 쉽게 이해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설계 및 개발이 원 모양으로 표현되어 설계의 순환성, 반복

성이 잘 드러난다는 의견을 대부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모듈 설계, 단위

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원이 점차적으로 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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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각적 표현으로 인해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갈수록 설계가 구체화됨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설계 부분에 SP, A, T가 부유하는 형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화

면 설계의 과정에서 SP, A, T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설계해야 함이 효과

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약점은 모형이 스팻 기반 설계의 고유한 특성은 잘 드러내지

만, 초보 설계자가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으로 드러났다. 즉 

모형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고유한 특징을 거시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어 직관적 이해에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설계자가 각 

단계별 안내를 받기에는 보다 선형적인 모형이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설계 및 개발 부분이 원으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 초보 설계자가 단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형에 사용된 용어들이 교육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현장의 

교수자에게 어려울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초보 교수설계자를 위한 선

형적이고 더 간단한 버전의 모형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 제안되었다. 설

계자들은 현 모형이 초보 교수설계자의 학습자료 설계를 위한 거시적이

고 직관적 이해를 도와주고 있으나, 초보 교수설계자들이 직접 각 단계

를 쉽게 이해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선형적이고 간단한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듯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교수자도 쉽게 모형을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숙한 용어로 이루어진 설계 매뉴얼이 별도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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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강점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의 
고유성이 
드러나도록 
시각화가 되어 
있어 절차 
전반에 대한 
직관적 이해 
용이

- 활용목적 확인에서 시작하여 설계 및 개발의 
과정을 거쳐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한 눈에 쉽게 이해됨(A, B, D, E, F)

- 설계 및 개발이 원 모양으로 표현되어 설계의 
순환성, 반복성이 잘 드러남(A, B, C, D, E)

-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원이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각적 표현으로 
인해 모듈 설계, 단위내용 설계, 화면 설계로 
갈수록 설계가 구체화됨이 잘 표현됨(B, D, E)

- 설계 부분에 SP, A, T가 부유하는 형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화면 설계의 과정에서 SP, A, 
T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설계해야 함이 
강조됨(B, E)

모형의
약점

모형이 스팻 
기반 설계의 
고유한 특성은 
잘 드러내지만, 
초보 설계자가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가능성 
내포

- 모형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고유한 특징을 거시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어 직관적 이해에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설계자가 각 단계별 안내를 받기에는 
보다 선형적인 모형이 쉬울 수 있음. 현재와 
같이 설계 및 개발 부분이 원으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 초보 설계자가 단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E, F)

- 모형에 사용된 용어들이 교육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현장의 교수자에게 어려울 수 있음 

모형의
개선점

초보 교수설계
자를 위한 선형
적이고 더 간단
한 버전의 모형
을 추가로 제공

- 현 모형이 초보 교수설계자의 학습자료 설계
를 위한 거시적이고 직관적 이해를 도와준다
면, 교수설계자들이 직접 각 단계를 쉽게 이
해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보다 선형
적이고 간단한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듯함 (E, F)

- 교육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교수자도 쉽게 모
형을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숙
한 용어로 이루어진 설계 매뉴얼이 별도로 제
공되면 좋을 듯함(E, F)

<표 IV-25> 4차 설계모형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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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면담 결과 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 등에 대한 교수설계자들의 

의견은 <표 IV-2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본 원리의 강점은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 전반에 필요한 원리

와 지침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설계자들은 본 원리에 스팻 기

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 필요한 원리와 지침이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중 설계자가 필요한 원리를 취사선택 할 수 있어 실제 설계를 

위해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 조직구

조 제시의 원리’, ‘4. 소도입 제시의 원리’, ‘5. 소종결 제시의 원리’, ‘10. 

행동 유도의 원리’는 특히 매우 효과적이고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본 원리의 약점은 원리와 지침의 방대함으로 인해 초보설계자의 실제

적 원리 활용 시 어려움을 줄 가능성, 교수설계자의 재량이 어느 범위까

지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의 부족, 화면 설계 관련 원리와 

지침들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원리와 지침이 너무 많

고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초보 설계자가 원리를 보고 실제 

설계에서 어디부터 어떻게 원리 활용을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6. 적절성의 원리’, ‘7. 상호보완성의 원

리’, ‘9. 분절성의 원리’ 등의 경우 교수설계자가 어느 정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설명되지 않아 초보설계자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화면 설계와 관련해서는 초보 설계자의 경우 해당 원리

와 지침만 읽고는 어떠한 형식과 종류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사용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초보 교수설계자를 위하여 원리와 

지침을 추가적으로 분류 할 것, 교수설계자의 재량적 판단이나 통찰이 

필요한 원리일 경우 원리에 대한 설명과 지침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할 것, 화면 설계 요소의 원리와 지침들이 보다 상세화, 구체화할 것이 

제안되었다. 우선 초보 교수설계자가 원리를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반

적으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원리와 학습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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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강점

스팻 기반 
학습자료 설계 
전반에 필요한 
원리와 
지침들을 포괄

-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 필요한 
원리와 지침이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중 설계자가 필요한 원리를 취사선택 할 수 
있어 실제 설계를 위해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A, B, C, D)

- ‘2. 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4. 소도입 제시의 
원리’, ‘5. 소종결 제시의 원리’, ‘10. 행동 
유도의 원리’는 특히 매우 효과적(B, C, D, E)

원리의
약점

원리와 지침의 
방대함으로 
인해 
초보설계자의 
실제적 원리 
활용시 
어려움을 줄 
가능성 내포 

- 원리와 지침이 너무 많으며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제시되고 있어 초보 설계자가 원리를 
보고 실제 설계에서 어디부터 어떻게 원리 
활용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E, F)

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원리들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6. 적절성의 원리’, ‘7. 상호보완성의 원리’, ‘9. 분절성

의 원리’ 등 교수설계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원리들인 경

우 원리 설명 부분과 지침에 이를 보다 강조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

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종류의 이미지, 오

디오, 텍스트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안

내, 내용의 유형과 심화 정도에 따라 화면을 어떻게 분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등 보다 구체적 안내를 제공할 필요성이 보고되었

다. 

<표 IV-26> 4차 설계원리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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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계 
요소의 원리와 
지침들의 
구체성 부족

- 초보 설계자의 경우 해당 원리와 지침만 
읽고는 어떠한 형식과 종류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A)

- 초보 설계자의 경우 내용의 유형과 심화 
정도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화면을 
어떻게 분절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A)

원리의
개선점

초보 교수설계
자를 위하여 원
리의 추가적 분
류 필요

- 초보 교수설계자가 원리를 활용하기 편리하도
록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적이고 범용적인 원리와 학습 맥락에 따라 취
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원리들을 구분해줄 
필요 (E, F)

교수설계자의 
재량적 
판단이나 
통찰이 필요한 
원리일 경우 
원리에 대한 
설명과 지침에 
이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 ‘6. 적절성의 원리’, ‘7. 상호보완성의 원리’, ‘9. 
분절성의 원리’ 등 교수설계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원리들인 경우 원리 
설명 부분과 지침에 이를 보다 강조해서 표현 
(A)

화면 설계 
요소의 원리와 
지침들이 보다 
상세화, 
구체화될 필요

-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종류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등 보다 구체적 안내 필요 
(A)

- 내용의 유형과 심화 정도에 따라 화면을 
어떻게 분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등 보다 구체적 안내 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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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 통계량 자유도1 자유도2 p값

.062 1 86 .804

<표 IV-27> 사전검사 점수의 변량 동질성 검사

2)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의 효과성 검증 결과 

  학습자 대상 실험의 목적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4차 설계모형과 원

리가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표 IV-27>과 같이 연구자는 본 실험에 참여한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의 사전검사점수 변량은 동질적임이 검증되었다(p>.05).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스마트온 학습자료로 학습한 집단, 적용되지 

않은 스마트온 학습자료로 학습한 집단에 따라 사용성을 지각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는 아래의 <표 IV-28>과 같이 나타났다. 활용 용이성은 t값이 

.580(p>.05), 학습 효과성은 t값이 -.167(p>.05), 만족도는 t값이 

-.292(p>.05) 로, 사용성은 t값이 .022(p>.05) 로 집단에 따른 사용성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는 유의수

준 .05 수준에서 사용성을 지각하는 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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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처치
(n=46)

미처치
(n=42)

처치 미처치

활용 용이성 2.789 2.710 .601 .683 .580 .370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
2.541 2.559 .482 .504 -.167 .683

만족도 2.538 2.583 .709 .746 -.292 .669

합계(사용성) 2.603 2.600 .475 .525 .022 .804

<표 IV-28> 사용성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

  (*p<.05)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

타난 것은 실험 과정에서 변인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연구

자의 관찰 하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학습을 한 것이 아

니라,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연구자가 설계모형이 적용된 모바일 학습자료, 그렇지 않은 

모바일 학습자료를 두 집단에 분리해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학습

자료의 원 자료라 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로 추가적으로 학습하기도 하

였으며, 학습자료를 모바일 기기가 아닌 PC로 학습한 경우도 많은 것으

로 드러났다. 

  양적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콘텐

츠로 학습한 집단의 학습자 5명, 적용되지 않은 콘텐츠로 학습한 집단

의 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모바

일 학습을 완료한 다음 주에 학생과 연구자가 개방된 공간에서 직접 

만나 일대일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학습자에

게 질문한 내용은 기존의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설문지의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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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로서,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의 장단점, 보완점이나 개선점 등이

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학습자에게는 연구자가 적용한 설계모형이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였으며, 통제집단의 학습자에게는 

연구자가 타 집단에는 어떠한 설계모형과 원리를 적용하였는지 설명한 

뒤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표 IV-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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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측면 학습효과 측면

강

점

- 다운로드 방식이며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다운로드 받으

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곳

에서도 자유롭게 학습

- 내용이 화면별로 분절되어 있고 

화면 네비게이션이 용이하여 이동 

중, 자투리시간의 학습 시 원하는 

내용만을 선택적, 반복적으로 학습

- 텍스트로 핵심 내용을 제공/ 

도움말, 안내 텍스트도 효과적

- 목차나 요약이 제시되어 내용

구조 파악과 정리, 주의 조절

- 내용의 분절이 있어 숙고할 여

유가 있으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앞뒤를 오가며 학습

하면서 자신의 이해 속도에 맞

추어 인지 부하를 최소화

- 내용과 관련 적은 시각적 정보

최소화로 인지 부담 적음

-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학습에 효과적

약

점

- 화면을 앞뒤로 오가는 네비게이션

은 가능하나 특정 장면으로 한 번

에 이동할 수 없어 불편

- 인터페이스가 익숙치 않으며, 빨리

감기·되감기·일시정지·속도 조절 등

의 기능이 없어 불편, 설치가 번거

롭고 오류 발생이 잦음, 스트리밍 

자료 제공도 필요, 아이폰에서 실

행되지 않아 불편

- 화면당 지속 시간이 너무 길어 

지루함을 느낌

<표 IV-29> 실험 집단에서 보고된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의 강점, 약점,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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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된 콘텐츠로 학습한 집단에서 보인 긍

정적 반응은 사용성 측면과 학습효과 측면에서 나타났다. 사용성 측면

에서 학습자들은 본 자료가 화면 단위로 분절된 모바일 자료이기 때문

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

았다. 본 학습자료는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다운로드 방식이며 용량 또

한 작기 때문에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네트워크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스팻 방식의 모바일 학습

자료는 연속적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동영상 강의와 다르게 화면별로 내용

이 분절되어 있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동 중에 학습을 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화면들을 편리하

게 앞뒤로 네비게이션하며 선택적, 반복적으로 학습하기에 용이하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스팻 기반으로 학습하

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 학습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용성 측면의 이점은 

설계모형이 적용되지 않은 콘텐츠로 학습한 집단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자

료의 강점으로 역시 언급되었다.

“스마트온은 동영상과 달리 한 강의가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 있어서 시간적으

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했어요. 내용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도 

무리없이 학습할 수 있어 좋았고, 자투리시간이나 틈새시간에 틈틈이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용량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좋아

요. 다양한 강의들이 앞으로 더 탑재되고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 분야의 강의도 

탑재되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준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이미지가 제시되고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저의 학습 속

도에 맞추어 중요한 장면 위주로 선택해서 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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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의 학습자료는 학습자별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이 가능해서 편리했

어요. 면대면 강의는 한 번 집중이 흐트러지면 내용을 놓치게 되는데, 스팻 형

태는 내가 집중이 가능할 때에 나누어 학습할 수 있어서 내용을 놓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이동 중에 학습하는 것

도 부담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학습효과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특히 그들이 기존에 익숙하던 

동영상 강의와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를 비교하면서 스팻 형태의 장점을 

보고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이 스팻 형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통적으로 

보고한 것은 텍스트 자료의 효과성이었다. 텍스트 자료가 화면의 내용에 

대해 키워드 위주로 개요를 제시해주어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받

을 수 있었고,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의 기억 및 이해에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요약적 텍스트 이외에도 

도움말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텍스트들로 인해 학습에 필요한 안내를 효

과적으로 제공받으며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듣고,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

되지 않은 콘텐츠로 학습한 학습자들 역시 텍스트의 효과성을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집단의 학습자들 역시 텍스트가 내용 정리, 복습에 용이했다

고 보고하면서 텍스트로 이러한 내용 정리가 보다 많이 제공된다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텍스트를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너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요. 텍스트만 

읽어봐도 강의 맥락과 핵심 파악이 될 정도로 텍스트 정리가 잘 되어야 이 형

태의 학습자료가 효과를 발할 것 같아요. 텍스트 위주로 일단 전체 내용을 파악

하고 그 뒤 필요시에 오디오를 추가적으로 듣거나 이미지를 보는 등 보충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어요. 즉 텍스트로 먼저 개요를 파악하고, 그 뒤 이미지로 한 

눈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 후 필요 시 오디오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

어 좋았어요. 또한 텍스트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 및 정리해주고, 필요하다

면 추가적인 읽기 자료를 제공해주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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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또한 링크 형식으로 보충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보통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에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는 느낌을 받는데 

스마트온은 텍스트가 오디오, 이미지의 내용을 요약해주어서 좋았어요.”

 

  둘째,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거나 끝날 시에 이미지나 텍스트로 내용의 

목차 혹은 요약을 제시해 준 점이 내용의 구조 파악과 정리에 효과적이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내용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목차 혹은 요약

이 제공되며 필요시에는 효과음이 제공되어 학습자들은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화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지 형태이든 텍스트 형태이든 내용 전환 시에 목차 및 요약이 들어가 있

어서 내용 정리에 효과적이었어요. 내용의 시작과 끝이나 내용이 바뀔 때에 이

러한 목차나 요약이 제시되어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셋째, 내용이 화면 단위로 분절되어 제시되고, 내용 전달에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적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먼

저 학습자료들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경우 학습자들은 자신의 이해 정도

와 상관없이 과도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인지 부하가 증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스팻 기반의 자료의 경우 내용들 사이에 분절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각 분절마다 내용을 숙고해 볼 여유가 있었으

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앞뒤를 오가며 선택적, 반복적으로 학습하

면서 자신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또한 스팻 기반의 자료는 내용의 이해와 

관련이 적은 시각적 정보로서 교수자의 표정이나 제스쳐, 그 외의 세세

한 시각적 정보들이 최소화되어 제공되며 내용 이해에 필수적인 것 위주

로 시각적 정보가 최대한 추상화되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단순화, 

최소화 되어있기 때문에 인지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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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비해 스팻 형태가 가지는 장점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의 학습자료는 동영상보다도 

특히 복습에 유리한 학습자료인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온으로 한 번 학습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스마트온으로 해당 내용

을 한 번 더 학습했는데 이　때에는 제가 재학습하기를 원하는 부분만을 들으

면서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게 더 잘 되었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조금 산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저에게는 동영상은 교수님 표정, 몸짓, 옷차림 등 학습과 관련 없는 시각

적 요소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게 학습에 방해가 되는데요. 스마트온의 

경우는 학습과 관련된 시각적 정보만 제공이 되고, 그러한 중요한 정보만을 보

면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집중하는데에 훨씬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복합적 감각양식을 제공해 주

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학습에 효과적이었다는 보

고도 있었다. 그러한 효과와 더불어 자신이 어떠한 양식의 학습을 선호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학습자도 있었

다.

“하나의 내용에 대해 관련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여러 방식이 제공되어 좋

았어요. 텍스트로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지로는 내용을 한 눈에 구조적으로 

파악하며, 오디오로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내가 어떠한 양식을 좋아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덧붙여, 스팻 기반의 학습에서 ‘실재감’ 측면에서도 해당 집단의 학습

자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동영상 강

의나 면대면 강의보다는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가 실재감이 덜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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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것이 학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학습 도중에 수

시로 교수자의 모습, 강의실 풍경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거

나 집중이 안 되는 문제는 겪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스마트온을 듣는 동안 화면이 대부분의 경우 1분 이내에 전환

되기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지루하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실제 강의를 듣는 생생함이 물론 동영상이나 면대면 강의보다는 적었어요. 그

것이 학습에 별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한 화면이 오래 지속되면 지

루하거나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습한 자료에서는 슬라이드가 

계속 금방금방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었고 집중도 잘 되

었어요. 생생함은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학습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해당 집단에서 보고된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의 약점으로는 먼저 사용

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보고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가 제공된 인터페이스가 생소하여 사용하기에 익숙치 않

으며, 빨리감기, 되감기, 일시정지,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이 없으며, 설치

가 번거롭고,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스팻 기반 학습

자료가 용량이 적어 다운로드가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으로도 

학습자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으며, 현재는 해당 학습자

료가 아이폰에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

우도 있었다. 또한 화면을 앞뒤로 오가는 네비게이션은 용이하나 원하는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네비게이션 기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이미지 자료가 단조롭거나, 오디오 지속 시간이 

길어 화면 길이가 길어져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되었

다.

“속도 조절 기능, 일시정지나 되감기, 빨리감기와 같이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이 다 제공

되면 좋겠어요.”

  또한 학습자들은 향후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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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측면 학습효과 측면

강

점

- 모바일 기반의 분절된 자료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손쉽

게 학습이 가능

- 자료가 화면 단위로 내용의 분

절적 제공으로 인지 부하 적음

<표 IV-30> 통제 집단에서 보고된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의 강점, 약점, 개선점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재 목차나 요약을 이미지나 텍스트로 제시해

주고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당 부분을 학습자가 클릭하면 그 곳

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보다 편리하게 선택적,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시각 자료

가 보다 자주 전환되고 다양한 자료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더욱 

역동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전체 중에 내가 어느 지점까지, 어느 수준까지 학습을 했는지, 예를 들면 100

이면 60정도 왔는지 등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은 하나하나 슬라

이드를 넘겨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앞에서 4분의 1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으

면 일일이 화면을 넘겨야 하잖아요. 그런게 아니라, 전체 개요나 목차 화면에서 

내가 가고 싶은 부분으로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설계모형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콘텐츠로 학습한 집단을 대상으로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면담을 한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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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집중 저하, 오디오의 경우 

화면당 지속 시간이 너무 긺, 

텍스트의 경우 그룹핑이 되어 

있지 않거나 줄글 형식으로 제

시되거나 화면 내용을 효과적

으로 정리·요약하지 못함

- 내용 분절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음(화면당 길이가 너

무 길거나 이미지가 단조로운 

문제 등으로 집중 저하)

- 실재감이 적어 지루한 측면이 

있으나 학습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도는 아님

개

선

점

- 인터페이스 개선

- 네비게이션 등 보다 편리한 학습

을 위한 기능 추가 필요, 간편한 

설치 및 오류 해결, 스트리밍 자료 

제공, 아이폰 호환

- 내용에 대한 목차, 요약자 제공

-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효과

적 설계

- 화면 전환을 보다 빠르게 설계

- 학습의 메타포 제공

- 실재감 제공을 위한 장치 필요

  해당 집단에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강점에 대해 보고된 내용

은 이전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성 측면에서 모바일 기반의 분절된 

자료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손쉽게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 측

면에서 내용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적다는 점이 효

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스팻 기반 학습자료에 대해 해당 집단이 보고한 약점 역시 

이전 집단과 동일하게 먼저 사용성 측면에서는 설계모형이 적용된 학습

자료로 학습한 집단의 지적과 비슷하게 인터페이스가 친숙하지 않은 문

제, 편리한 기능들이 탑재되지 않은 문제, 설치나 오류의 문제, 아이폰 

호환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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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첫째, 전체 강의의 개요, 목차, 요약 등이 

없어 거시적인 수준에서 내용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화면을 학습할 때, 해당 화면에 전체 강의의 흐름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재 정보가 없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내

용 이해가 어렵고 맥락이 잘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새로운 내

용으로 전환될 시에는 이전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정리가 제공되지 않아 

내용의 기억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되었다. 

  둘째,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자료 각각의 효과성과 이들의 조화에 관

한 지적이 있었다. 이미지의 경우 세부적인 묘사가 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너무 단조로운 이미지가 오래 제시되어 집중력이 떨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텍스트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끼리 

그룹핑이 되어있지 않거나, 키워드 위주의 제시가 아닌 줄글 형식의 정

보 제공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한 화면당 오

디오 나레이션의 길이가 너무 길어 집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해당 화면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었으

며, 이미지와 오디오가 같은 정보를 텍스트로 함께 제공할 경우 내용이 

중복되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텍스트가 해당 화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거나 정리해주지 않아 학습 효율이 떨어졌다는 등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조화롭지 않

다는 느낌을 학습자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의 경우 오디오와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데, 이 경우 오디오, 이미지가 서

로 어울리지 않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이 훨씬 좋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해 각각 어느 부분을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로 분할해 보여줄지

에 대한 교수설계자의 고민이 미흡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해 학습 효과가 떨어졌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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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내용의 분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화면의 길이가 너무 길어 오디오 나레이션을 길게 듣는 동안 단조로운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 힘들었고 학습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장면 전환이 자주 안 되어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정지된 한 장면을 보면서 목

소리만 듣자니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넷째,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에서 실재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 보고

되었다. 즉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동영상 강의나 면대면 강의에 비해

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재감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러한 실재감 부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학습 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들 역시 있었다.   

“교수자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교수자의 제스쳐, 미묘한 

표정 변화 등을 볼 수 없어서 현장감이 떨어졌으며 집중을 하기 힘들었어요.”

“시공간적 측면에서와 효율성과 상관없이 특정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경우라면, 

동영상 강의가 아무래도 교수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실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고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영상은 연속된 맥락 안에서 내용을 전달받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편안함이 

느껴져요. 반면 스팻 형식은 내용이 분절되어 있어, 단편적 정보들을 맥락 없이 

듣는 느낌이 들어요.”

  

“동영상처럼 교수자의 모습이 계속 보이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

피 모바일 학습이라 영상보다는 특히 이동 중에는 음성만을 들으면서 학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로 항상 중요한 내용이 제공되고, 텍스트로도 

핵심 내용이 제공되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교수님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많

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동영상에 비해서 실재감이 덜하긴 

하지만, 그게 학습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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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이러한 학습자료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먼저 사용성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및 편리 기능의 탑재, 설치의 간편화와 오류 개선, 아이폰 호

환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전체적 내용의 개요와 요약 등을 내용 

전환의 시작과 끝에 제공해 주고 가능하다면 목차나 요약 화면에서 자신

이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보다 선택적이고 맞춤형의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면별 

분절이 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그에 맞게 이미지 자료도 다양하게 제공하

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제시하는 형식도 보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였다. 특정 내

용을 스팻 형태로 설계할 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각각의 양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표현해주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료의 설계 시에, 해당 학습자

료와 관련된 메타포를 제공해주면 학습이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의견

도 있었다.

“학습자료에 일종의 메타포를 함께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습

하는 과정을 궁전의 관문들을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각 

단위내용들을 학습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흥미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재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나 교수자로부

터의 피드백 제공이 가능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도 있었다. 또한 전자칠판과 같은 방식으로 콘텐츠 자체에 학습자

들이 필기하거나 북마크를 하는 등 상호작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 

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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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는 이미지와 오디오와 텍스트의 조합

이지만 필요시에는 영상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

었다.

“중요한 부분은 전자칠판에 필기를 하듯이 화면상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궁금한 점은 채팅이나 쪽지, 게시판 기능, 혹은 SNS를 

접목시켜서 교수님께 질문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팻 기반의 학습이 내용 정리나 복습에는 효과적이지만, 

생소한 내용의 학습에 있어서는 동영상 강의가 더 낫다는 의견이 두 집

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동영상 강의의 경우 교수자의 의식의 흐름을 학

습자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학습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며, 그

러한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표정이나 제스쳐 

변화를 통한 강조로 주의를 집중하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학습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스팻 기반의 자료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결과물을 일

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음이나 텍스트, 시각적 도구를 

통한 화면에 대한 강조는 있으나, 화면 내의 특정 부분에 대한 강조나 

주의 집중이 어려워 특히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습의 경우 학습 효과성

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 경우 처음 강의를 들을 때에는 동영상의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의 경우, 학습의 맥

락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서인지 차근차근 학습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강의 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교수자의 표정 변화, 제스쳐 등의 변화를 통

해 더 강조가 되고 주의 집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반면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

는 물론 주요 화면에 대해서 시각적 강조나 효과음이 있지만, 아무래도 결과물

로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일괄적으로 제시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

인트에 대한 강조 효과나 주의집중 효과는 동영상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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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차 설계원리

  4차 모형과 원리의 효과성 검증 과정에서 제안된 교수설계자들과 학

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추가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5차 

설계원리는 구성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 4차 설계원리와 전반적으로 비

슷하나 일부 명칭 및 지침이 수정되었다. 첫째, ‘미니멀리즘의 원리’라는 

용어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단순성의 원리’로 수정

하였다. 또한 ‘학습통제’는 교수자 주도적인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많아 

‘학습지원’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학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지침

(9.4., 9.5.)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지침들은 화면별 오디오 시간을 단축하

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학습자 대상 심층 면담 과정에

서, 화면 길이가 길수록 학습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설계자들은 ‘6. 적절

성의 원리’와 ‘7. 상호보완성의 원리’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지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설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원리와 지침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5차 설계원리는 <표 IV-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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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계원리 및 지침

모듈

1.전형 형성의 원리: 학습에 참조(reference), 안내(guidance)가 될    

수 있는 모형(model)이나 은유(metaphor)를 형성한다.

1.1.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응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라.

1.2.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비유해줄 수 있는 은유를 제시하라.

2.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구조 이해와 브라우징을 도울 수 있도록   

 전반적인 학습 내용의 포괄적인 구성을 제시한다.

2.1.모듈 도입부에 모듈 목차를 선행조직자로서 한 화면 내의 분량  

  으로 제시하라.

2.2.모듈 종결부에 모듈 내용에 대한 요약를 한 화면 내의 분량으   

  로 제시하라.

3.일관적 구성의 원리: 학습자료 형식, 구조를 일관되게 구성한다.

3.1.모듈의 진행은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도록 설계하라. (예: 설명    

 -예-문제풀이)

3.2.이미지는 일관된 보더 혹은 템플릿을 사용하며, 오디오는 동일한  

  녹음 환경에서 일정 주파수로 제작하며, 텍스트는 일정 텍스트    

  형식을 유지하라

단위

내용

4.소도입(intro) 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    

(indicator)를 제공한다.

4.1.단위내용 시작 시, 내용 전환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4.2.단위내용 시작 시, 해당 단위내용 조직 구조를 한 화면 분량으로  

  제시하라.

5.소종결(outro) 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종결됨을 알리는 신호    

(indicator)를 제공한다.

5.1.단위내용 종료 시, 내용 종결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5.2.단위내용 종료 시, 해당 단위내용 요약을 한 화면으로 제시하라.

<표 IV-31> 5차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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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면 내의 이미지에 대하여 텍스트와 오디오를 제공할 시, 이미  

  지는 화면 내용의 대표성을 갖는 것을 선정, 텍스트는 해당 이미  

  지를 설명하는 언어적 개요를 포함, 오디오는 텍스트에 대한 보   

  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라.

7.상호보완성의 원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서로 부족한 측면   

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7.1.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 나  

  레이션으로 병행하여 제시하라.

7.2.가능하다면, 텍스트만 제공하기보다 관련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  

  라.

7.3.이미지가 화면의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할 경우, 텍스트  

  로 화면의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를 제시하거나, 텍스트가 필   

  요하지 않을 경우 오디오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제공하라.

8.최소단순성의 원리: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 화면 내의 정보를 최소화, 단순화한다.

8.1.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2.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지 제시 시 전달하려는 정보 구조가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3.음성, 소리효과는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 명료하게 제공하라.

8.4.텍스트는 본문에 대한 타이틀을 헤더로서 상단에 별도 제시하라.

8.5.텍스트는 도움말이나 안내를 제외하고는 언어적 개요           

  형태로 오디오 내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라.

8.6.텍스트는 관련 내용별로 그룹핑하여 제시하라.

8.7.화면 내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제시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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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화면당 오디오 길이가 길어 학습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화면당   

  오디오 지속 시간을 최대 1분 이내로 설계하라.

9.4.학습자가 보다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지이미지를   

  설계하라.

학습

지원

10.행동 유도의 원리: 학습자가 학습을 위한 준비(warm-up), 학    

습의 진행, 학습의 마무리(wrap-up)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의를 조절하고 행동을 촉진한다.

10.1.학습 시작 단계에 학습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는 이미지, 주의를 전환시키는 사운드, 학습의 시작   

  을 알리는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0.2.학습의 진행 도중 학습자가 핵심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는 강조 테두리, 효과음, 중요하다는 텍스   

  트 문구 등을 활용하여 두드러지게 설계하라.

10.3.학습 마무리 단계에는 학습자가 긴장을 풀고 학습에 대한 보상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이미지, 사운드, 긍정적 피드백의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1.실재감 형성의 원리: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11.1.가끔식 화면상에 강의자 사진이나 강의실 풍경 제공하라.

11.2.음성 제공시 문어체보다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11.3.음성 제공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녹음한 목소리를 제공하  

  라.

11.4.내용 요약 이외의 텍스트(도움말, 안내 등) 제공 시, 문어체보다  

  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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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스팻 방식

은 모바일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

으로 보인다. 모바일 학습이 주로 작은 화면에서 이동 중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스팻 방식은 기존의 스트

리밍 비디오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으로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

계모형과 원리를 개발하고, 이것이 교수설계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설계 측면에서 본 스팻 설계모

형, 학습 측면에서 본 스팻 설계모형,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스팻 설계의 단순화된 개념 모형으로서의 무한궤도 모

형(The Caterpillar Model)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수설계 측면에서 본 스팻 설계모형

  스팻 설계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교

수설계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특수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즉시성

  스팻 설계모형은 설계와 개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개발물에 대

한 사용성 평가 역시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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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모형에서 설계와 개발이 분리된 단계로서 차례로 진행된 뒤, 중간 

혹은 최종 개발물에 대한 실행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팻 설계에서는 화면별로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설계 및 개발하

고, 이를 손쉽게 온라인상에 업로드함으로써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통합되어 최종 산출물로서 구현된 모습을 손쉽게 모바일 기기상에 테스

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중간개발물에 대한 즉시적 

평가 후에는 다시 편리하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최종 산출물로서의 학습자료에 대해서도 일회성으로 평가와 피드백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언제든 교수설계자가 손쉽게 최종 

산출물로서의 학습자료를 수정 및 재제작할 수 있어 교수설계가 유연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설계상의 특징은 스팻 설계모형상에 효과적으로 시각화되어 있

다. 설계 및 개발의 단계가 모형상에 가장 크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단계가 본 모형의 핵심임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듈, 단위내용, 화면의 설계로 점차 설계가 구체화되

는 과정은 세 개의 원이 바깥의 가장 큰 원에서 시작하여 안쪽의 원으로 

올수록 점차 작아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설계 단계의 특징을 보다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화면 설계의 원 내부에 SP, A, 

T가 부유하는 형상으로 표현됨으로써 설계 및 개발의 단계에서 정지이

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세 요소가 중요하며 이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으

로 고려해야 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덧붙여 설계 및 개발의 원에 모바일 

스팻 사용성 평가를 파이를 덧입힌 모습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수시로 개

발물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짐이 강조되고 있다. 

2) 전문성 정도에 따른 활용 양상

  교수설계자들은 각자의 전문성 정도나 필요에 따라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설계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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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스팻 설계모형은 그에 맞는 처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초보설계자는 스팻 설계모형으로부터 학습자료를 설계하기 위한 전반

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와 구체적인 원리 및 지침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

계적인 처방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보 설계자는 일반

적으로 과제의 완수에 필요한 전반의 안내와 지침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방식의 처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milie, 1985). 본 연구에서 세 

차례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초보 교수설계자들이 본 모형과 원리를 활용

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본 모형을 통해 스팻 설계의 큰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 설계의 과정에서 역시 본 모형의 각 단계를 순서

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본 모형이 제공하는 설계원리와 지침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설계 전문가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적인 교수설계에 대한 그

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교수설계를 하되, 본 설계모형과 원리를 

참고함으로써 스팻 설계 시 필요한 지침들을 빠짐없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포괄적으로 따라

야 할 처방을 안내받아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필요

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

이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Smilie, 1985). 따라서, 전문 교수설계자는 본 

설계모형을 통해 스팻 설계의 절차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되, 본 모형이 제시하는 설계의 절차를 넘나들며 보다 유연한 단

계들을 거쳐 설계하며,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적용할 시에는 본 설계원

리들을 일부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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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유연한 설계

  스팻 설계에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제작 시 교수설계자가 스팻 방

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각 요소들을 설계 및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 요소를 어떻게 각각 설계하고 통합해내느냐가 스팻 

방식의 자료의 효과성과 직결되며, 실제로 스팻 설계에서 교수설계자가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어떠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요소를 

설계하고 어떻게 이들을 통합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설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세 요소가 서로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주거나 동일한 정보를 각기 다른 재현 방식으로 표현해줄 수도 있

으며, 다만 각 양식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

면서도 미니멀한 방향으로 재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설

계자는 해당 교수설계 맥락에 맞게 본 설계원리들을 활용하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어떻게 최적의 방식으로 통합할지에 대한 통찰을 발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요소의 제작 형식에 있어서는, 

대개 이미지의 경우 시각적 정보만을 담은 그림, 사진, 기타 비주얼 자료

가 설계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비주얼과 언어가 혼합된 유형

이 설계될 수도 있다. 혹은 상황에 언어만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파워포

인트 슬라이드의 개조식 제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로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디오의 경우, 강의자의 음성을 녹음 시 스팻 방식에

서 화면별로 오디오가 분절될 것을 고려하여 음성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성 녹음의 단계에서 내용

과 내용 사이에 시간적 간격(pause)을 두고 녹음하여 음성 자료를 제작

한다면, 이를 스팻 방식으로 이미지, 텍스트와 통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오디오 자료를 분절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요소의 설계 시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로서의 텍스트, 오디오 내용의 키워드로서의 텍

스트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텍스트가 설계될 수 있을 것

이다. 즉 필요시에는 해당 화면과 관련된 많은 분량의 읽기 자료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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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으며, 혹은 학습내용은 아닐지라도 학습의 진행에 대한 조언

이나 도움말 등 학습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텍스트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시스템 차원의 배제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시스템 차원의 설계원리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차원

의 원리로서 한 화면에서 특정한 다른 화면으로 한 번에 이동하거나, 목

차상의 특정 키워드를 클릭 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 등은 본 설

계원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정지이미지의 확대 및 축

소, 오디오의 속도 조절, 텍스트의 확대 및 축소를 자유롭게 조작하는 것

에 관련된 설계원리들도 최종 설계원리에서는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본 

모형이 가정상에 ‘교수와 학습에 쓰일 수 있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

지털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ICT 능력을 가진 교수설계

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적 차

원의 원리나 지침들은 향후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소프트웨

어나 시스템 설계 시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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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측면에서 본 스팻 설계모형

  스팻 설계모형은 구조 파악의 촉진, 기억 및 이해의 증진, 사용 편의성

의 향상, 학습 지원의 측면에서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구조 파악의 촉진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목차 제시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구조파악

을 조력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달 내용의 포괄적 구조를 한 화면 내

에서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 제시하는 것은 전달 내용을 공간적으로 조직

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Schwartz & Heiser, 2005). 효과적으로 학습하

기 위해서는 내용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즉 새로운 

내용을 앞서 제시된 내용과 연합하고, 그러한 내용이 전체 구조와 어떠

한 관련성을 맺는지 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학습의 경우 인쇄매체를 통한 학습과는 달리 내용의 포괄

적 구조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학습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학습자가 내용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Hammond & Allison, 1989; Kozmak, 1991). 

  모바일 학습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통해 학습내용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해주는 것은 학습자들이 보다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게 해줄 수 있다. 내용의 포괄적 구조를 제공해줌으로써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정신 모형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Clark & 

Lyons, 2004). 즉 이미지나 텍스트로 제공되는 목차는 결국 내용의 구조 

파악을 위한 일종의 시각적 스캐폴딩(visual scaffolding)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자 대상의 심층 면담 결과 학습자들은 목차

나 요약 화면을 통해 전체 내용의 구조를 보다 적은 인지 부하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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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기억 및 이해의 촉진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내용의 기억 및 이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스팻 기반 학습자료가 내용 요약의 제공, 

다양한 재현 방식의 제공, 주요 내용의 강조 등의 장치로 인해 내용을 

보다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보고하며, 스팻 방식의 

자료가 특히 복습에 유용한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다. 먼저 스팻 방식의 

자료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모듈의 내용에 대한 요약, 각 단위내용의 요

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내용 정리를 조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에 대한 요약의 제공은 정보가 부호화를 촉진시킴으로서 학습 내용

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Reed, 2006). 또한 스팻 

자료는 내용을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재현 양식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기억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팻 방식은 정보

를 언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양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

의 이중 부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성과 구술성의 관점에서

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내용에 대한 논리적, 축약적, 탈맥락적인 문자적 

지식을 제공하고, 오디오는 보다 융통성 있고, 감정이입적, 참여적인 구

술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각적으

로 사고함으로써 보다 깊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3) 사용 편의성의 향상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모바일 학습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텍스트 자료의 효과성,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양식의 미니멀한 제시, 분절적 제시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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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가 기존의 동영상 기반의 자료와 

갖는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각 화면별로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텍스트 자료는 학습 내용에 대한 목차, 요약의 방

식이 되어 내용 대한 구조적 이해, 기억과 정리를 도울 수 있으며, 내용

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설명이나 관련된 읽기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내용

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료로서 

학습자들이 해당 학습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조언이나 도움말을 

제공한다거나, 격려와 보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역시 학습자들의 모

바일 학습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한 유형의 텍스트 자료들은 학습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

니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의 정서적 지지를 받게 해줄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해당 학습자료를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스팻 설계모형에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양식

의 정보들을 간결하고 최소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모바일 학습에서의 사

용 편의성을 높이는데에 기여한다. 모바일 화면은 대체로 휘도가 높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과도한 정보의 제공은 가시성을 낮춰 학습 효율, 더 

나아가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풍부한 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결하고 추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초

보 학습자일수록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며(Dwyer, 1978, Heinich et al., 

2002), 텍스트의 경우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모바일 화면

에서의 인지부하 뿐 아니라 내용의 기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는 이렇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양식의 정보 재현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 대상의 심층 면담 결과 

그들은 스팻 자료로 처음 학습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미지, 오디오, 텍스

트 자료를 모두 충분히 활용하나, 해당 자료를 두 번 세 번 보면서 내용

을 복습할 경우에는 텍스트만 보거나, 이미지만 보거나, 텍스트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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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거나, 혹은 이동 중에 오디오만 듣는 등 자신이 학습을 위해 선호

하는 방식, 혹은 각 학습의 상황에 적합한 양식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팻 방식은 학습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

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학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절하여 화면 단위로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

들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인지 부하

를 낮추어 줄 수 있으며, 원하는 장면으로 손쉽게 이동하게 함으로써 모

바일 학습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먼저 실험 집단의 학습자

들은 스팻 자료의 효과성을 논하면서 화면별로 내용이 분절되어 있어 인

지적 부담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학습자가 내용을 조직화 및 통합화 

할 수 있는 양만큼을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학습 내용의 복잡

도를 감소시키며 내재적 부하를 관리함으로써 인지 부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Mayer & Chandler, 2001; Seybold, 1981). 뿐만 아니라 학습자

들은 스팻 자료가 동영상 자료와 달리, 특정 내용으로 이동하기가 편리

하여 선택적, 반복적 학습이 용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영상 자료에

서처럼 원하는 지점을 찾아 드래그하거나 클릭하는 것보다 앞뒤로 화면

을 오가는 것이 스팻 방식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이동 중에,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바일 학습의 사용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학습 지원

  스팻 설계모형과 원리는 학습자들의 학습 관련 행동의 유도 및 실재감 

형성 촉진 등과 같은 지원을 통해 학습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

바일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관련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요구된다. 모바일 학습은 독립적인 상황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면대면 학

습에서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요구되며, 이러닝 학습에서보다 학습

자의 주의 조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임철일, 2001). 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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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설계원리는 학습의 도입부에는 학습의 시작을 알리고 학습을 위한 준

비(warm-up)를 돕는 장치를 설계함으로써 학습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이미지, 오디오, 텍스

트로써 강조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조절하며,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

서는 학습자들이 긴장을 풀고 보상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제공한

다. 이러한 학습 전, 중, 후의 행동 유도 장치들은 학습자들이 보다 수월

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본 설계모형과 원리는 교수

자나 강의실의 사진, 대화체의 텍스트 안내, 교수자의 음성 등을 제공하

여 학습자들이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모

바일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느낌을 갖

도록 실제적 맥락과 지원적 대인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학습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Biocca et al., 2003; Ch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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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팻 기반 학습자료의 가능성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문자성과 구술성의 결합, 메타데이터, 적정기

술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향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문자성과 구술성이 결합된 고유한 상징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다각적으로 사고하고 학습

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상징체계로 인해 특

정한 인지적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Olson & Bruner, 

1974). 따라서 스팻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내용에 대해 이미지, 오

디오, 텍스트라는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융통성이 있고 

감정이입적이며 상황맥락적인 구술적인 지식과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이며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적 지식을 동시에 발전시키게 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둘째,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일종의 메타데이터로서 유용한 축적적 

학습 자원(resource)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속된 하나의 덩어리

라고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와 달리 스팻 방식의 자료는 분절성을 갖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로서의 강점을 갖기 때문이다. 즉 스팻 방식의 경우 

자료 내의 분절된 학습 자원들을 바탕으로 교수자, 학습자가 원하는 키

워드를 검색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선별, 조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자신이 개발하거나 재구성한 

학습자료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팻 기반

의 학습자료 설계 시부터 이러한 메타데이터로서의  자원 개념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스팻 자료

들이 축적될 경우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 라이브러리 혹은 콘텐

츠 관리 시스템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학습의 길(multiple 



- 211 -

pathways) 또는 구조를 자신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구성하게 할 

수 있으며, 교수설계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학습자료 설계와 관리를 가능

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정인성, 나일주, 1989). 

  셋째, 스팻 방식의 학습자료는 적정기술의 관점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

대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적정기술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저개발국, 저소득층에는 충분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제안된 개

념이다(정기철, 2010). 즉 적정 기술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에너

지나 자원 소모가 적으며, 유지와 관리가 쉬운 기술을 활용하여 저개발

국이나 저소득층에게 교육, 의료, 환경,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기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정 기

술은 에너지 및 자원의 저소비, 고효율, 친환경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저개발국, 저소득층 뿐 아니라 필요한 곳이라면 어

디에서든 이러한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홍성욱, 2011). 이러한 적정 기술의 시각에서 볼 때, 스팻 방식은 교수자

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축적으로 제공하

며, 한 번 다운받은 자료는 통신망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도 

학습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팻 기반 학습자료는 최첨단의 모바일 기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또한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공간

의 제약 없이 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의 학습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스팻 기반의 학습자료는 비단 제 3세계와 

같은 저개발국의 보다 많은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의 학습자에게든 저소비, 고효율적 학습을 가

능하게 해주는 방식의 교수학습매체라는 점에서 교육공학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 212 -

[그림 V-1] 스팻 설계를 위한 무한궤도(Caterpillar) 모형

4. 스팻 설계를 위한 단순화된 개념 모형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가 일반적 

학습자료 설계와는 구분되는 설계와 개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같은 특징을 부각시켜 스팻 설계의 단순화된 개념 모형으

로서 무한궤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V-1 참조]. * 

  그림 [V-1]과, 스팻 설계의 내부 요소로는 학습 목표(goal), 설계와 개

발(design and development), 학습 내용(contents), 평가(evaluation)와 피

드백(feedack), 실행(implementation)이 있다. 설계와 개발은 최종 산출물

로서의 모듈에 대한 설계 뿐 아니라 프로토타입(prototype), 밑그림

(sketch)의 설계 역시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설계 작업과 동시적으로 이

* 이 모형(Caterpillar Model for SPAT Design)은 서울대학교 나일주 교수의 연구실에

서 2015년 11월 나일주, 박소영, 조성민, 박유진, 이지현, 금선영, 김명선의 공동 작업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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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바일 기기에 개발물로 구현하게 된다. 즉 설계한 것에 대한 스토리

보딩(storyboarding), SP, A, T 각 요소별 개발, 이들의 통합적 개발이 이

루어지는 것이다. 학습내용은 교수 전략(strategy), 교수 방법(방법), 내용

의 구조(structure), 난이도(difficulty), 밀도(density) 뿐 아니라 각각의 SP, 

A, T 자료들을 포함한다. 학습목표는 거시적 수준의 목적(aim)에서부터 

미시적 수준의 목표(target, objectives)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다음으로 스팻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로서는 기술적 토대 혹

은 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 경향(trend), 맥락(context)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팻 설계에 있어서 모바일 기술, 디지털 환경, 네트워크 

기술과 같은 기술적 환경은 스팻 자료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

적 토대이다. 또한 맥락, 경향은 산출물로서의 학습자료가 어떠한 방향으

로 가야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요인들로서 맥락은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경비 등을 의미하며, 경향은 개발 동향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가 개발이 쉽고 그 실

행이나 평가가 즉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특성을 모형에서 잘 반영하

고 있다. 모형에서는 설계와 개발이 같은 원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원의 

둘레에는 평가와 피드백이 순환 및 반복되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세 원의 바깥을 둘러싼 두 개의 띠에도 역시 평가와 피드백이 무한

히 반복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스팻 설계에서는 설계와 개발

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와 함께 모바일 기기에 즉시적으로 개발물

을 구현해보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최종 산출물로서의 학

습자료에 대해서도 일회성으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음이 효과적으로 드러

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모형은 스팻 설계에서 학습자료의 설계가 학습목표와 긴

밀한 관계를 가짐을 반영하고 있다. 스팻 설계에서 학습목표는 설계 및 

개발, 학습내용을 상위에서 아우르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설계 및 

개발과 학습내용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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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로 모형상에 학습목표의 원이 설계 및 개발의 원, 학습내용

의 원보다 위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학습목표도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의 둘레에 화살표를 삽입하여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학습목표의 원, 설계 및 개발의 원, 학습내용의 원을 모두 에

워싸고 있는 띠는 학습목표, 설계 및 개발, 학습내용이 서로 맞물려 동시

적으로 교정됨을 의미한다. 또한 그보다 바깥쪽의 띠는 산출된 학습자료

로 실행이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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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하는 모형, 원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설계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개발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스팻 설계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절차적 

안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계, 개발 뒤 그에 대한 실행과 평가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학습자료의 설계, 수

정 및 재제작을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설계원리 

및 지침은 교수설계자들이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원

리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스팻 설계모형은 내용 구조 파악의 촉진, 기억과 이해의 조

력, 사용 편의성의 향상, 학습 지원 등을 통해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텍스트 자료를 통해 모바일 학습의 

사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스팻 방식의 가장 특징적인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는 문자성과 구술성이 결합된 고유한 

상징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다각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콘텐츠 관

리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형태의 메타데이터, 축적적 자원이 될 수 있으

며, 적정기술의 활용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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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변인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

으로 확인하는 데에 미비함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는 본 모형에 기반한 학습자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본 설계모형에 기반하여 

개발된 학습자료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본 모형은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하기 위한 일반

적인 설계모형과 원리를 제공하는 데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모

형이 특수한 맥락별 학습자료 설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지는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학습 내용이나 학습자의 수준 등에 따라 본 모

형과 원리보다 더 상황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설계원리나 지침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세부적 상황 맥락에 대

한 처방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본 모형에서는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상호작용 요소를 

설계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자료를 설계

함에 있어서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 학습자와 내용 간, 교수자 

간 등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

은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 요소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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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와 관련하여 향후 다음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본 모형과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에 국한된 모

형이므로, 이보다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 설계

모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모형은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

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요구상황에 맞게 어

떻게 스팻 기반의 모바일 학습을 설계하며, 그러한 학습을 위한 환경 설

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모형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를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형의 성격을 갖는다면, 특수한 상황 맥락별 스팻 기반 모바

일 학습자료 설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지식과 정보의 

유형별로 스팻 형태를 설계하는 최적화된 방식이 특수하게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상황별 설계모형은 교수설계자들의 스팻 기반

의 자료 설계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스팻 기반의 모바

일 학습자료 설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요소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호작용 요소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스팻 기반

의 모바일 학습자료에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 학습자와 내용 

간, 교수자 간 등 폭넓은 유형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에 동영상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팻 방식의 자료가 사용성 및 인지 부하 

측면에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이 포함될 경우 내용 전달이 훨

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스팻 방식의 자료에 동영상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을지에 



- 218 -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에서의 학습자별 다양한 학습 양상 혹

은 학습 방법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팻 방식

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양식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

공하며 학습자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들

에게 보다 맞춤형의 학습 자료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들을 메타데이터로 하여 콘텐츠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팻 기반의 자료

들은 동영상 자료보다 메타데이터로 활용되기가 편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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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

 실험 참여자 모집 안내1

연구책임자 : 박소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실험 목적 :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

실험 대상 : 교수설계전문가 11명

실험 일시 : 2015년 12월~2016년 6월

실험 장소 : 교수설계자별로 콘텐츠 설계가 편리한 장소를 자율적 결정 

실험 내용 : 연구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과 원리를 적

용하여 자율적으로 10분 이내의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

계해보고, 그 후 이와 관련된 사용성 평가 질문지에 응답

함. 

 

※ 약 1시간 소요 예정

※ 본 실험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 실험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을 구축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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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설계자는 본 연구의 책임자인 박소영 

연구원(mom31@snu.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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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여자 모집 안내2

연구책임자 : 박소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실험 목적 :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

실험 대상 :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약 86명

실험 일시 : 2016년 3월 

실험 장소 : 학생들이 모바일 학습이 가능한 개별적인 장소를 자율적 결

정 

실험 내용 : ‘창의성’에 대한 모바일 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후 이

와 관련된 사용성 평가 질문지에 응답함. 이때 핸드폰을 

통해 모바일 학습을 수행하게 됨.

 

※ 총 3시간 30분 소요 예정

※ 본 실험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 실험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연구에 참여할 경우 약 3000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이 지급됩니다. 

또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을 구축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험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은 본 연구의 책임자인 박소영 

연구원(mom31@snu.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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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    

연구 책임자명 : 박소영(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형태의 모바일 학습자

료 설계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1) 교수설계자의 경우 모바

일로 학습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교수설계자, 2) 학습자의 경우 

모바일 기기의 사용에 능숙하며 온라인으로 강의 콘텐츠를 학습할 기본

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소영

연구원(mom31@snu.ac.kr)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

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

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형태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

형과 원리를 개발함으로써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한 형태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의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그러한 형태의 학

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97명(교수설계자의 경우 모바일로 학습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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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설계자 약 11명, 학습자의 경우 모바일 기기의 사용에 능숙하며 

온라인으로 강의 콘텐츠를 학습할 기본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

되는 대학생 약 86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교수설계자 대상 심층 면담 및 전문가 타당화 평가

  6인의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스팻 방식으로 모바일 컨텐츠를 개발한 

과정에 대한 경험적 자료수집(심층면담)이 교수설계자와 연구자가 마주 

앉은 상황에서 약 30분~1시간 동안 실시됩니다. 녹음은 하지 않고 교수

설계자의 말을 연구자가 타이핑하거나 수기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이루

어집니다. 그 후, 연구자가 도출한 설계모형과 원리를 약 교수설계자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모형과 원리가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자가 제공하는 전

문가 타당화 설문지에 응답하게 합니다. 심층면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하고 설문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교수설계자 대상 사용성 평가

  연구자가 도출한 설계모형과 원리를 약 11인의 교수설계자에게 제시

하고, 연구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프로그램인‘gglearn 

tuto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수설계자들에게 연구자가 제시한 설계모형 

및 원리에 따라 10분 이내의 모바일 강의를 개발하게 합니다. 그 뒤 연

구자가 제공하는 사용성 평가 설문지에 응답하게 합니다.(설계모형과 설

계원리의 사용성 즉 활용용이성, 학습효과성, 만족도, 장점과 단점, 보완

점과 개선점 등을 묻는 설문지입니다.) 

2)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1) 실험 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인(나일주 교수님)의 동의를 얻고 해당 교

수의 강의(교육학개론)를 수강하는 대학생 중 강의 시간 중에 구두로 신

청자에 한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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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

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들은 두 집단으로 무선으로 나뉘어 연구자가 설

계모형과 원리에 따라 개발한 강의 콘텐츠, 설계모형이나 원리 없이 상

식 선에서 기존에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집단별로 각각 학습하게 됩니다

(약 3시간 30분 소요). 개별적, 순차적으로 개인이이 편안한 시간과 장소

에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창의성’에 대한 서울

대학교 이면우 교수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개별적 학습이 끝난 후, 학습

에 참여한 각 집단의 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강의실

에서 학생 개인이 모바일로 학습한 강의 콘텐츠의 사용성, 즉 활용 용이

성, 학습 효과성, 만족도, 장점과 단점,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실험을 마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10분 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주가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

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

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모바일 학습 콘텐츠는 여러분이 수강하는 ‘교육학개론’수업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것이며,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바일 

콘텐츠로 학습 중 불쾌한 감정이 유발된다면 귀하는 언제든지 모바일 학

습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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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

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약 3000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이 지급

됩니다. 또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박소영입니다

(mom31@snu.ac.kr).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

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

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

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약 3000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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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

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 박소영 _        전화번호: _02-955-2098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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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    

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록 3] 교수설계자 심층 면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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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팻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개발 인터뷰 질문지>

                         

1. 스팻 기반의 강의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기술해주세요.

2. 스팻 설계 시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3. 스팻 설계에서 좋은 점이나 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4. 스팻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요?

5 어떠한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요?

6. 기존의 멀티미디어 설계원리로는 스팻 설계를 커버하기 어렵나요?

7. 안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한가요?

8. 기존 멀티미디어설계원리에서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9.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요?

10. 스팻 포맷으로 학습하는 것의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요?

[부록 4] 1차 전문가 타당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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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의 1차 전문가 검토

  본 질문지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원리에 대한 타당화를 받

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얻고자 마련되었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소 영 드림. mom31@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전문가 프로필 -

Ÿ 이름:

Ÿ 전공분야:

Ÿ 최종학력:

Ÿ 소속/직책:

Ÿ 실무 및 연구경력:

Ÿ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와 관련된 경험:

Ÿ 스팻/모형개발 관련 연구 경험:

1. 연구의 기본 사항 안내

연구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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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 연구

목적: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및 원리 개발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모바일 교수와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짐

모바일 학습은 작은 스크린에서 분절적, 맞춤화된 방식의 콘텐츠가 적합

    기존 동영상 자료의 한계점     ----->   스팻 기반 자료의 가능성

Ÿ 학습자의 인지 과부하                      인지 부하가 줄어듦   

Ÿ 깊이 있게 사고할 여유의 부족              분절마다 숙고할 여유 생김

Ÿ 능동적 사고와 주도적인 학습의 어려움      능동적 사고와 주도적 학습 가

능

Ÿ 네비게이션이 어려움                       네비게이션이 수월       

Ÿ 다운로드 시간과 용량이 많이 필요          다운로드 시간, 용량이 적음

Ÿ 재생 시 파일이 끊기거나 오류              파일 끊김, 오류가 적음

Ÿ 운영비가 많이 드는 등의 비용 문제         운영비가 적게 듦

Ÿ 메타데이터로 DB 구축하는 것 어려움       메타 데이터로 DB 구축이 쉬움

Ÿ 분절적 및 이동 중의 학습에 부적합         분절적,  이동 중의 학습에 적

합 

Ÿ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시성 저하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시성 향

상

2. 도출된 모형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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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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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지침

거
시
적 
수
준

목차 제시의 원리 도입부에 전체 내용의 목차 제시
마일스톤 설정의 원리 전체 내용을 몇 가지 굵직한 주제들로 구성
동일 구조 반복의 원리 설명-예-문제풀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의 반복적 진행

분절의 원리
내용 조직·통합화 시간, 기억용량 고려(분절은 2분 이하, 수준별, 선별적 학습 되도록 
개념, 예시, 난이도 별 분절)

요약자 제시의 원리 단위 내용이 끝난 뒤, 전체 내용이 모두 끝난 뒤 요약자 제시

미
시
적 
수
준

SP+A+
T

중복 제시의 
원리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한 시퀀스 내의 이미지, 텍스트를 모두 제시(이미지만 보아도 내
용 개관 가능)

응집성의 원리 내용과 관련 낮은 그림, 글, 소리는 흥미롭더라도 제거
현 정보 노출의 

원리
이미지, 텍스트는 많은 정보를 이미 노출하고 있어야 함(이미지, 텍스트를 한 번에 제
시하고 오디오 동시 제공)

부합성의 원리
오디오 혹은 텍스트 내용을 떠올리는 이미지 제공(상징 이미지 사용 시, 학습자 정신 
모델에 부합하도록 제공)

동시성의 원리 이미지, 텍스트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해당 이미지, 텍스트와 동시적으로 제공

A+T
키워드 추출의 

원리
오디오 내용 중 핵심을 텍스트로 제공

SP

적절한 재현의 
원리

구체성, 추상성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시각적 재현(풍부한 세부 묘사는 꼭 필요치 않은 
이상 불필요)

친근감 조성의 
원리

강의자의 사진을 화면 한 쪽에 제공

근접성의 원리 이미지 내 텍스트 삽입 시 관련 부분에 최대한 근접하게 삽입

A

분절의 원리 오디오 제작 시 내용 분절을 고려하여 음성에도 시간적 분절을 두고 녹음

신호 제시의 
원리

내용 분절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제공(‘지금부터 ~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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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 조성의 
원리

문어체보다는 대화체 나레이션 제공,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제공

경제성의 원리 명료성, 간결성, 강조성 갖춘 오디오 제공
동기성의 원리 미적 만족감, 청각적 매력과 흥미를 일으키는 오디오 제공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가 오디오 속도 조절, 음소거 등이 가능하게 제공

T

타이틀 제시의 
원리

텍스트 제시 시 반드시 제목 혹은 헤더를 제공

분할의 원리 내용 구조에 맞게 정보를 그룹핑하여 제시
경제성의 원리 명료성, 간결성, 강조성을 갖춘 텍스트 제공
가독성의 원리 읽기 쉬운 크기,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 텍스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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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4 3 2 1

타당성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에 필

요한 활동과 절차를 잘 제시하고 있다.
□ □ □ □

설명력
제시된 모형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의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이 모형을 이용해 보편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 □ □ □

이해성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 활동

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 □ □ □

3. 설문 문항

  다음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및 원리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모형, 원리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해 다음의 5개 영역별로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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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4 3 2 1

타당성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

계에 필요한 원칙과 활동을 잘 제시하고 있다.
□ □ □ □

설명력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

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제시된 원리를 이용해 보편적인 스팻 설계가 가

능할 것이다.
□ □ □ □

이해성
제시된 원리는 설계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하고 있다.
□ □ □ □

모형-원리 

연결
모형과 원리의 연결이 타당하다. □ □ □ □

2)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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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교수설계자 사용성 평가 도구  

        

<스팻 설계모형 사용성 설문지>

  본 연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 연구’입니다. 이번 설문

에서는 문헌고찰, 경험적 자료수집,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스팻 기

반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과 원리에 관한 교수설계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

니다. 이번 사용성 평가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과 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얻고자 마련되었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소 영 드림. mom31@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교수설계자 프로필 -

Ÿ 이름:

Ÿ 전공분야:

Ÿ 최종학력:

Ÿ 소속/직책:

Ÿ 실무 및 연구경력:        (년)

Ÿ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와 관련된 경험:         (회)

Ÿ 스팻(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통합)포맷 콘텐츠개발/연구 경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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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내 용 4 3 2 1
1. 제시된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콘텐츠 설계에 전반적    

으로 도움이 되었다.
□ □ □ □

2. 제시된 모형을 모바일 콘텐츠에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편리하다. 
□ □ □ □

3. 제시된 모형은 이해하기 쉽다. □ □ □ □
4. 제시된 모형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 □ □ □
5. 제시된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콘텐츠 설계의 전체 과   

 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 □ □ □

6. 제시된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콘텐츠 설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끈다.
□ □ □ □

7. 제시된 모형의 각 단계 별 해야 할 일과 결과물이 명확하  

  다.
□ □ □ □

8. 제시된 모형의 단계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다. □ □ □ □
9. 제시된 모형에는 스팻 기반 모바일 콘텐츠 설계에 필요    

한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 □ □

10. 제시된 모형은 학습자들의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 □ □

11. 제시된 모형은 학습자들의 학습 페이스(속도, 진도) 조절  

   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  

   었다. 

□ □ □ □

Ÿ 설계모형을 활용한 교수설계에 대한 사용성 평가

  다음은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모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설계하시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

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주세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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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학습)에 적합하도록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  

   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15. 제시된 모형에 따라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 □ □

16. 제시된 모형에 따라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 □ □ □

17. 제시된 모형에 따라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는 방식  

   을 다른 콘텐츠 개발에 적용하면 편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 □ □ □

18. 만약 앞으로 모바일 컨텐츠를 설계할 경우, 제시된 모형  

   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싶다. 
□ □ □ □

19.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신 후의 느낀점이나 제  

   시된 모형을 활용한 설계의 강점과 약점(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0.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앞으로 설계할 경우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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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내 용 4 3 2 1
1.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콘텐츠 설계에 전반적    

으로 도움이 되었다.
□ □ □ □

2. 제시된 원리를 모바일 콘텐츠에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편리하다. 
□ □ □ □

3. 제시된 원리는 이해하기 쉽다. □ □ □ □
4. 제시된 원리는 학습자들의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모  

  바일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 □ □

5. 제시된 원리는 학습자들의 학습 페이스(속도, 진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 □ □

6. 제시된 원리는 학습자들의 맞춤형 학습(선별적/반복적 학  

  습)이 수월하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 □ □

7. 제시된 원리는 분절적인 학습(한 번에 학습하지 않고 중간  

  에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학습하는 등 여러 번에 나누어  

  학습)에 적합하도록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 □ □

8. 제시된 원리는 이동 중의 학습(예: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학습)에 적합하도록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    

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 □ □

Ÿ 설계원리를 활용한 교수설계에 대한 사용성 평가

  다음은 제시된 원리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모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설계하시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

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주세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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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싶다. 
13. 제시된 원리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설계하신 후의 느낀점이나 제  

   시된 모형을 활용한 설계의 강점과 약점(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4. 제시된 원리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앞으로 설계할 경우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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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사용성 평가용 자료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Piaget는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단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 감각동작기(유아기:0~2세)

특징: 눈과 손의 협동, 단순한 인과율(예: 울음을 울면 젖을 먹을 수 있다 등), 

물체의 항존성에 대해 배우게 됨

항존성의 예: 감각동작기 유아들의 경우 항존성을 배우기 이전에는 아이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물건을 뒤로 숨기면 물건을 숨기면 물건을 안 찾음. 없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그러나 좀 더 커 항존성을 알게 되면, 물건을 내가 앞

에서 가지고 놀다가 내가 슬쩍 뒤로 옮기면 막 뒤로 와서 찾아봄. 

2. 전조작기(유치원생:2~7세)

1) 융합적 사고와 치환적 사고를 하게 됨 --> 두 경우 다 어떤 특정한 사실과 

다른 특정한 사실을 옮겨서 붙여 놓았을 뿐 아무런 논리는 서지 않음. (삐아제

는 아동이 7~8세가 되기 이전에는 진정한 논리적 추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봄)

- 치환적 사고: 하나의 사실로, 다른 사실까지 설명하려 하는 것

(예: 왜 태양은 하늘에 떠 있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태양이 밝기 때

문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2) 보존 개념과 반환성 개념이 아직 형성되어있지 않음

보존 개념: 넓은 컵의 물 그대로를 좁고 긴 컵에 옮겨 담으면, 물이 더 많아졌

다고 생각하거나, 같은 개수의 구술을 펼쳐 놓았을 때가 모았을 때보다 개수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3. 구체적 조작기(초등학생:7~12세)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면 사고능력에 있어서 극적인 발달을 보이게 됨. 

1) 내면적 연산, 조작(오퍼레이션)이 가능

2) 분류, 순서화 하는 것이 가능 

3) 반환성 개념 획득(원상복귀를 한다든지 조작을 거꾸로 해서 조작취소를 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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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의 분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

김

(예: 똑같은 수의 구슬을 좁은 공간에 모은 것과 넓게 펼친 것의 양이 같음을 

앎 --> 배치라는 측면과 양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

5) 반환성 개념 획득, 귀납적 추론 가능

4. 형식적 조작기(중고등학생 이후:13세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발휘, 상징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단계

1) 가설에 의존하는 연역적 사고

(예: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2) 추상적 사고, 형식적 사고(내용과 형식 구분, 내용을 차치하고 논리의 형식을 

고려 가능)

3) 증명, 조합적 체제, 변인의 통제, 4칙 연산의 지적인 조작들 이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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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1차 사용성 평가 설계 화면

  

1) 교수설계자 A의 설계 및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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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설계자 C의 설계 및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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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2차 사용성 평가 설계 화면

  

1) 교수설계자 A의 설계 및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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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설계자 B의 설계 및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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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2.2.

3.2. 4.1., 4.2. 5.1., 5.2.

6.1., 6.2. 7.2. 7.3.

[부록9] 설계원리 및 지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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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2차 전문가 타당화 도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의 2차 전문가 검토

  본 질문지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원리에 대한 타당화를 받

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얻고자 마련되었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소 영 드림. mom31@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전문가 프로필 -

Ÿ 이름:

Ÿ 전공분야:

Ÿ 최종학력:

Ÿ 소속/직책:

Ÿ 실무 및 연구경력:  (년)

Ÿ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와 관련된 경험:  (회)   

Ÿ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통합 콘텐츠/모형 개발 관련 실무/연구 경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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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기본 사항 안내

연구의 제목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개발 연구

목적: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및 원리 개발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모바일 교수와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짐

모바일 학습은 작은 스크린에 맞춤화된, 이동을 고려한 분절적 콘텐츠가 적합

    기존 동영상 자료의 한계점     ----->   스팻 기반 자료의 가능성

Ÿ 인지 과부하                                인지 부하 감소  

Ÿ 깊이 있게 사고할 여유의 부족               분절마다 숙고할 여유 생김

Ÿ 능동적 사고, 주도적 학습의 어려움          능동적 사고, 주도적 학습

Ÿ 네비게이션이 어려움                        네비게이션이 수월       

Ÿ 다운로드 시간, 용량이 많이 필요            다운로드 시간, 용량이 적음

Ÿ 재생 시 파일 끊김, 오류, 운영비문제        파일끊김· 오류 적음, 비용감소 

Ÿ 콘텐츠 관리 시스템DB 구축 어려움         메타 데이터로 DB 구축 쉬움

Ÿ 분절적 및 이동 중 학습에 부적합           분절적, 이동 중 학습에 적합 

Ÿ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시성 저하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시성 향상

용어정의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란 정지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정보

형식의 자료를 디지털적으로 합성하고 압축하여 한 덩어리의 매체로서 모바일 

학습을 위해 제시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연구문제

Ÿ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은 무엇인가?

Ÿ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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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Ÿ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Ÿ 외적 타당화: 교수설계자,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

Ÿ 현재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모형 및 원리의 도출과정 및 결과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1차 사용성 평가, 2차 사용성 평가를 거치고 최종적 

전문가 검토로서 2차 전문가 검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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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4 3 2 1

타당성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에 필

요한 활동과 절차를 잘 제시하고 있다.
□ □ □ □

설명력
제시된 모형이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의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이 모형을 이용해 보편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 □ □ □

이해성
이 모형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계 활동

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 □ □ □

2. 설문 문항

  다음은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 및 원리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모형, 원리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해 다음의 5개 영역별로 4단

계 평정척도에 따라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설계모형에 대한 타당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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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4 3 2 1

타당성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

계에 필요한 원칙과 활동을 잘 제시하고 있다.
□ □ □ □

설명력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설계

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제시된 원리는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의 설

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제시된 원리를 이용해 보편적인 스팻 설계가 가

능할 것이다.
□ □ □ □

이해성
제시된 원리는 설계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하고 있다.
□ □ □ □

모형-원리 

연결
모형과 원리의 연결이 타당하다. □ □ □ □

3)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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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설계원리

모듈

1.전형 형성의 원리: 학습에의 참조(reference), 안내(guidance)가 될 수 있는 모형이나 은유를 형성한다.

1.1.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응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라

1.2.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비유될 수 있는 은유를 제시하라.

2.조직구조 제시의 원리: 구조 이해와 브라우징을 도울 수 있도록 전반적 학습 내용의 포괄적 구성을 제시한다.

2.1.모듈의 도입부에 모듈의 목차를 선행조직자로서 한 화면 내의 분량으로 제시하라.

2.2.모듈의 종결부에 모듈의 내용에 대한 요약를 한 화면 내의 분량으로 제시하라.

3.일관적 구성의 원리: 학습자료의 형식과 구조를 일관되게 구성한다.

3.1.모듈의 진행 방식을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도록 설계하라. (예: 설명-예-문제풀이)

3.2.이미지는 일관된 보더 혹은 템플릿을 사용하며, 오디오는 동일한 녹음 환경에서 일정한 주파수로 제작하며,   
   텍스트는 일정한 텍스트 형식을 유지하라.

단위

내용

4.소도입(intro) 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indicator)를 제공한다.

4.1.단위내용 시작 시, 내용 전환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4.2.단위내용 시작 시, 해당 단위내용의 조직 구조를 한 화면 분량으로 제시하라.

5.소종결(outro) 제시의 원리: 단위내용이 종결됨을 알리는 신호(indicator)를 제공한다.

5.1.단위내용 종료 시, 내용 종결을 암시하는 단서(cue)를 제시하라.

5.2.단위내용 종료 시, 해당 단위내용의 요약을 한 화면 분량으로 제시하라.

화면 6.적절성(adequacy)의 원리: 화면을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관계가 적절해야 한다.

4)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 개별 설계원리 및 지침에 대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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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화면 내의 이미지에 대하여 텍스트와 오디오를 제공할 시, 텍스트는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언어적 개요를  
  포함해야 하며, 오디오는 텍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나레이션을 제시하라.

6.2.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중 필요한 형식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라.

7.상호보완성의 원리: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서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7.1.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 나레이션으로 병행하여 제시하라.

7.2.텍스트만 제공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라.

7.3.이미지가 화면 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할 경우, 텍스트로 화면의 내용에 대한 언어적 개요를 제시하라.

8.미니멀리즘의 원리: 모바일 화면에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보를 최소화, 단순화한다.

8.1.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2.내용 이해를 위해 실사나 세부묘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지 제시 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조가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라.

8.3.음성이나 소리효과는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공하라.

8.4.텍스트는 본문에 대한 타이틀을 헤더로서 상단에 별도로 제시하라.

8.5.텍스트는 도움말이나 안내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언어적 개요 형태로 오디오 내용의 키워드  
   를 추출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하라.

8.6.텍스트는 관련 내용별로 그룹핑하여 제시하라.

8.7.화면 내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제시하라.

9.분절성의 원리: 학습자별 선택적,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식 유형 및 심화 정도에 따라 화면을 구분한다.

9.1.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지식 유형(예:사실, 개념, 절차 등)에 따라 구분하  
   여 설계하라.

9.2.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내용의 심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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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통제

10.행동 유도의 원리: 학습의 준비, 진행, 마무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학습자 주의를 조절하고 행동을 촉  
  진한다.

10.1.학습 시작 단계에 학습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이미지, 주의를 전환시키는 사  
   운드, 학습의 시작을 알리는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0.2.학습의 진행 도중 학습자가 핵심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는 강조 테두리, 효과  
   음, 중요하다는 텍스트 문구 등을 활용하여 두드러지게 설계하라.

10.3.학습 마무리 단계에는 학습자가 긴장을 풀고 학습에 대한 보상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이미지, 사운드,  
   긍정적 피드백의 텍스트 등을 제시하라.

11.실재감 형성의 원리: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11.1.강의자의 사진이나 실제 강의실 모습을 제공하라.

11.2.음성 제공시 문어체보다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11.3.음성 제공시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제공하라.

11.4.내용 요약 이외의 텍스트(도움말, 안내 등) 제공 시, 문어체보다는 대화체로 제공하라.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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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스팻 기반 모바일 학습자료 화면

  

1) 설계모형 및 원리 적용 학습자료

 

    

    

    

    

    

    

    

         

     

  

   

   

   

   

   



- 296 -

      



- 297 -

      

                     

    

   

  



- 298 -

2) 설계모형 및 원리 미적용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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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학습자 사용성 평가 도구                

 <사용성 설문지>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스마트온으로 이면우 교수님의 창의성 강의를 들은 것

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스마트온으로 이면우 교수님의 창의성 강의

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주십시오. 본 설문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자(박소영)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신상과 응답

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니 솔직하고 편안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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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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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름:

Ÿ 나이:

Ÿ 전공분야:

Ÿ 모바일 콘텐츠 학습 관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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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내 용 4 3 2 1
1. 스마트온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전반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

2. 스마트온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전반적으로 편리했다고 생

각한다.
□ □ □ □

3. 스마트온 강의를 듣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 □ □

4. 스마트온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한다. 
□ □ □ □

5. 스마트온 강의는 분절적인 학습(한 번에 쭉 학습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학습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 □ □

6. 스마트온 강의를 듣는 것은 이동 중의 학습(예: 버스나 지

하철을 타고 가면서 학습)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 □ □

7. 스마트온 강의의 제시 방식이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나 구

조를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

8. 스마트온 강의의 제시 방식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

9. 스마트온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거나 내용이 전환

될 때에는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 □ □ □

10. 스마트온 강의에서 특정 내용이 끝날 때에는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 □ □ □

11. 스마트온 강의에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적절히 어우

러져 각기 적절한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 □ □ □

12. 스마트온 강의에서 제시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효과

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 □ □

13. 스마트온 강의에서 한 화면 내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과도하지 않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 □ □ □

14. 스마트온 강의를 듣는 동안 나의 학습 속도나 진도에 맞

추어 학습 페이스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 □ □

15. 스마트온 강의는 나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듣

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 □ □

16. 스마트온 강의에서 학습 시작 단계에 적절한 워밍업이 이

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 □ □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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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마트온 강의 도중 핵심 내용이 제시될 경우에는 효과적

으로 주의 환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 □ □

18. 스마트온 강의에서 학습 종료 단계에 적절한 wrap-up(마

무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 □ □

19. 스마트온 강의에서 학습 종료 단계에는 학습자들이 긴장

을 풀고 보상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 □ □ □

20. 스마트온 강의는 면대면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 □ □ □

21. 스마트온 강의를 듣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 □ □ □

22. 스마트온 강의를 듣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23. 스마트온 강의를 듣는 것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다. 
□ □ □ □

24. 만약 앞으로 핸드폰을 통한 학습을 또 하게 된다면 스마

트온 방식의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하고 싶다.
□ □ □ □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

25. 스마트온 강의에 대하여 느낀 장점 및 단점을 대해 솔직히 적어주세요.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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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앞으로 스마트온 강의를 계속 제공하게 될 경우,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7. 그 외에 스마트온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나 스마트온 강의에 대한 의견

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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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al Study on a SPAT 

Design Model for Mobile Learning

Soyoung Park

Major Advisor: Dr. Ilju Rha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designing mobile learning materials, it is critical to deliver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both efficient and effective ways 

considering mobile learning environment which is segmental, mobile, 

and individual. If those materials are continuous or have a large 

capacity, or  if the amoun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excessive, it can undermine learners’ usability and cognitive burden, 

thereby decreasing learning effectiveness. 

  Existing materials for mobile learning are mainly video lectures and 

animation. Still, such types of mobile learning materials are able to 

cause negative effects including decrease in usability and cognitive 

overload. That is largely because of continuous presentation of 

superabundant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a small mobil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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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advantages and potentials of providing the integrative 

format of SPAT(Still Picture, Audio, Text) in mobile learning, this study 

intented to address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of video 

lecture. This study developed a procedural model that include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designing SPAT-based mobile learning 

materials. By utilizing SPAT forma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1) a 

procedural SPAT design model, 2)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instructional designers in order for them to create SPAT-based mobile 

learning materials, and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SPAT design 

model in mobile learning.

  The initi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reviews of literature 

and experiential data collection, from which essential variables and 

sub-processes were derived. Those variables and sub-processes were 

logically connected with and organized into the first design model. 

Then, the model was validated by two rounds of expert reviews, and 

two rounds of usability tests of instructional designers. The final 

model was confirmed via product evaluation by instructional 

designers and learners respectively.

  The resultant model for designing SPAT-based mobile learning 

materials consists of two parts: a design process, and design 

principles along with related guidelines. The process is composed of 

1) an analysis of the goal for utilizing mobile SPAT, 2) an analysis of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3) an analysis of learner and mobile 

learning environment, 4) module design, 5) sub-module design, 6) 

scene design, 7) mobile usability test, 8) implementation and 

formative evaluation, 9) summative evaluation. The design principles 

are 1) model formation, 2) organizing structure presentation, 3) 

consistent composition, 4) intro presentation, 5) outro presentation, 6) 



adequacy, 7) mutual supplementation, 8) minimalism, 9) segmentation, 

10) behavior inducement, 11) presence formation. Each principle 

includes several guidelines.

  The study dealt with the implication of the model in both 

instructional and learning grounds, the possibility of SPAT-based 

learning materials, and a caterpillar model as a conceptual model for 

SPAT design. 

  This study was an attempt both to expand the scope of mobile 

learning materials from video lecture to the integrative format of still 

picture, audio, and text, and to modeling a learning material design 

for SPAT forma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actically support the 

process of finer design process of mobile learning materials, and to 

theoretically provide a possibility of utilizing a new integrative format 

of still picture, audio, and text for designing mobile learning 

materials.

Keyword: SPAT, instructional design model,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 mobile learning, learning material, integration of still picture, 

audio, and text

Student ID: 2010-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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