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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악

기를 배우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대면 교육 대

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경험 학습의 경우에 적절한 피드백은 필수적인 요소

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 학

습의 대표 사례인 운동 및 악기 학습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

는 기타 학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현재 시장에

서 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를 분석하면, 기타 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이 

온라인에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기타 초보자를 대상

으로 지속적인 기타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디자인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피드백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기타학습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알기 

위하여 일단 현재 기타 학습 이론을 고찰하여 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타 학습의 문제점을 사용자 조사를 통해 분석하

여, 학습 모델에 적용하여 초보자 기타 학습자를 위한 피드백 기반 인터

랙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컵셉을 전문가 인터뷰을 통해 평가하여 보완

하였다. 학습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토타

입을 통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 기반 인터

랙션 패턴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기타학습에 피드백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

험학습 모델을 기타학습에 작용하여 학습자에게 단계별로 학습 목표 및 

학습행위를 구체화하였다.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

는 인터랙션 디자인 패턴을 정리하여, 기타 학습 도구 디자인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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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는 제시한 인터랙션 패턴이 다음 단계 학습

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악

기 기초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패턴으로 응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경험학습, 기타 학습, 인터랙션 패턴
학 번 : 2015-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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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와 과학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팽창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습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 사

회에서 일종의 유행이 되었다.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에

서 과거 산업사회의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과 정보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정길영, 2013). 현대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학습이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자신의 취미로 학습을 즐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존을 위하여 공부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각

자 일정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학생은 낮에는 학교에 다녀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 학원이나 특별한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

할 수 있다. 하루의 피로를 쌓여 수업 후 퇴근 후 지친 몸으로 학원에 

가는 것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습 시간과 

학습 장소 등 제안 없이 자유롭게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습을 원하

는 니즈가 생겼다.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활발하게 등장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전통적인 대면 교육 대신 온라인교

육을 많이 선호하였다. 대중교통에서 기다리는 동안 언어단어 외울 수 

있거나 편안한 집에 앉아 외국 유명한 강의를 들 수 있고 학습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 특히 인터넷에서 많은 자원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있

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점으로 e- 러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ocebo’s E-learning Market Trends and Forecast 2014-2016 보고서에 

따라 글로벌 e- 러닝 시장은 2000년 이후 900 % 성장하였다 (Docebo, 

2014).

  인터넷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 저장고로, 사람들은 평

상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다. 사용자의 행동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문제기반의 능동적인 학

습이며 주로 상관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논문을 읽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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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ocebo’s E-learning 시장 보고서 2014-2016 

떤 전문용어를 이해 못하여 평소에 가장 사용하는 해결 방법은 바로 인

터넷에서 이 단어를 검색한다. 웹페이지에서 이 전문용어의 관련 정보들

이 많이 나온다. 두 번째 방식은 일정한 종류의 정보의 수동적인 학습이

다.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슷하여 먼저 한 카테고

리를 정하고 보통 평소에 본인이 신뢰하는 채널을 본다. 예를 들면 뉴스

를 보려면 일단 한 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채널을 선택하고 수동적으로 

뉴스정보를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고, 상상, 기억 등등 능동

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깊이게 학

습하려면 사람들이 보통 학습 상대적으로 완전한 플랫폼을 선택한다. 예

를 들면 유명한 온라인 강의 학습 플랫폼인 coursera, lynda있다. 이런 

플랫폼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을 세우고 학습내용을 설계하

고 과제를 준비한다. 학교처럼 강의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인터넷에서 교류한다. 일반의 형식

은 교수자가 먼저 학습내용을 녹화하여 플랫폼에서 올린다. 학습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서 시청한다.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플랫폼에서 

문자나 음성 등 형식으로 메시지를 남긴다. 교수자들이 일정한 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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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평가하여 문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의 KSA모델에 따라 학습의 내용은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태도(Attitudes) 3가지 있다(Losey, Stephen, 2009). 지식에 위한 인터

넷 교육 시스템은 이미 잘 발전되고 콘텐츠도 매우 풍부하다. 지식의 인

터넷 교육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문제도 

계속 개선되고 특히 셋 번째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우 체계적인 학습방안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술학습을 위한 인터넷교육은 아직 성숙하지 않

고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지식교육은 쉬게 문자나 음성의 설명한 형

식으로 표현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문제도 문자나 음성으로 용이하

게 해결할 수 있지만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학습 (experimental 

learning)은 단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영어: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로 가르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려면 

학습자의 동작마다 동작간의 연결 등 측면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나 음성으로 이 과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디오를 

통해 이 움직이는 과정을 어느 정도 기록할 수 있지만 완전히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자가 정확하게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파악할 수 없

다. 이에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런 학습

에서 학습자는 과정의 스텝마다 절당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과정을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GUI 기반의 E-러닝 학습방식이 비효율적이

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여

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악기를 배우는 것

은 경제적이고 한 번 투자로 평생의 취미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노

후 재산’으로 절약하게 혼자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

강에게도 좋은 활동이다(중앙일보, 2005). 또한 요즘에 성인들이 이린 시

절의 좋은 추억을 다시 느끼려고 퇴근 후에 미술학원도 가고 배우고 싶

었던 악기도 배우기 시작한다(백수진, 2007). 특히 기타는 세계 3대 악기 

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화음 그리고 완벽한 표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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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관중들의 취향 변화 및 음악가의 욕망

의 인해 음악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다양한 새로운 악기가 나타났지

만 기타는 줄곧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기타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 중의 대

부분 사람은 통기타를 선호한다. 한 통계결과에 따라 중국에서 약 2천만 

명의 기타애호자가 있으며 매년마다 약 300만 명의 인구가 기타학습을 

시작한다. 하지만 95%이상의 초보자들은 지속적인 공부를 못하여 포기

한다(王雪城, 2015). 이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학습자에게 특히 초보자에게 피드백 제공이 충분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학습 유지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시장에서 

기타에 관한 많은 신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되었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에

게 기타학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학습이 필요 없이 기타를 연

주하는 행동처럼 쉬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

를 전통 기타의 구조를 변하거나 개선하여 기타아닌 새로운 악기를 만들

어낸다. 악기 학습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 및 발전에게 큰 가치가 있다. 

특히 아동교육 및 노인을 위한 의료 치료 등 많은 분야에서도 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나 현재 시장에서 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

면 기타학습을 도와주는 측면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 학습의 대표 사례인 운동 및 악기 학습을 고려하

여 경험학습, 피드백, 인터랙션 디자인에 관한 이론을 통해 통기타 초보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타학습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드백 기반 인터

랙션 디자인 제안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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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경험적인 학습 특히 모터 스킬(motor skill) 학습 중

의 대표적인 악기 학습으로 한다. 악기의 학습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악기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기타학습을 선택한다. 기

타의 학습 중 코드학습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현직외, 

2017) 그래서 본 연구에서 통기타 초보자 코드학습을 선정하여 기타학습

에게 도와줄 수 있는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패턴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2]와 같다. 

1단계는 경험학습, 인터랙션 디자인, 피드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는 단

계이다. 경험학습, 인터랙션 디자인, 피드백의 정의 및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을 활용한 디자인분야 선행연구를 조사한다. 

  2단계에서 사례디자인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한다. 이 사례에게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피드백 기반 경험학습 인터랙션 패턴을 제안한다. 통기

타 초보자를 위한 학습도구 디자인을 사례로 선정 후 기타 학습 현황에 

대해 이해하여 기타 학습단계 구분하여 유형화 시킨다. 현재시장에서 기

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분석하여 보완 필요한 문제점을 찾아낸다. 

관찰조사와 인터뷰 등 사용자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니즈를 파악

한다. 

  3단계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디자인 

패턴을 제안한다. 기타학습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 대응 피드백 기반 인

터랙션 패턴 컨셉을 제안하여 1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질적 평가를 받

는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패턴 컨샙을 수정하여 프로토타이핑의 제작한

다.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2차 전문가 인터뷰 및 파일럿 실험을 진해한

다. 파일럿 실험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패턴 제안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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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3단계에서는 위 연구 바탕으로 경험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피

드백기반 인터랙션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여 통기타 초보자를 대상으로 

기타학습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패턴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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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경험학습에 대한 이해

2.1.1 학습의 개념

  심리학자 리처드 그로스 (Gross, Richard)가 <심리학: 정신과 행동의 과

학>라는 책에서 '학습은 지식, 행동, 기술, 가치, 선호 등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습득하는 과정이다'라는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Gross, R., 2015)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학습자가 경험이나 연습 등 수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하고 익힌다. 결과로서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

어난다. (冯忠良, & 伍新春., 2010) 중국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학습의 넓은 정의는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얻어 내는 

행위나 행동 잠재력을 얻는 상대적인 행위이다. 좁은 의미 으로 독서, 

수강, 연구, 실천 등을 통해 지식이나 기능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

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변화1)를 결합시키는 행위다(汉典, 2014).

  인간의 학습은 출생 전에 시작되어 사망까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의 결과로 계속된다. 학습의 주체는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 기계 등 다

양한 종류가 있다. 즉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 뜻이다(Karban, R., 2015). 

학습의 객체나 내용 그리고 결과물은 위의 정의처럼 지식, 행동, 기술, 

가치, 선호 등이 있다. 학습의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학습과정은 주체

인 학습자, 학습방식, 객체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구정 된 형식이 없다. 

의부의 자극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한 번에 학습하게 되는 상황

도 있지만 대부분 지식이나 기술 등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

하다. 신속한 학습의 경우 예를 들면 한번만 뜨거운 물을 담아 있는 컵

을 손으로 터치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재학습이 필요 없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컵의 온도를 주의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의 인해 형성된 

1) 가능한 변화는 지식과 기능, 방법과 과정, 감정과 가치의 개선과 승화를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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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보통 평생으로 유지한다(Daniel L. Schacter외, 2009). 

2.1.2 학습의 종류 

  학습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나 있다. 위키 백과 (Wikipedia)에서 학습의 

종류 (Types of Learning)를 [표 2-1]과 같이 나누었다(위키 백과, 2018). 

놀이 (play)는 학습의 첫 번째 형태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출생 후

에 아이였을 때 놀이를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습관의 양성도 일종의 학습과정이다. 능동 학습 (Active Learning)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통제한다. 연관 학습 (Associative 

Learning)은 두 가지 이상의 자극의 연관성을 통하여 배운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다.

[표 2-1] 학습의 종류 (Types of Learning)

1 Non-associative learning
Habituation
Sensitization

2 Active learning

3 Associative learning

Operant conditioning
Classical conditioning
Observational Learning
Imprinting

4 Play
5 Enculturation
6 Episodic learning
7 Multimedia learning
8 E-learning and augmented learning
9 Rote learning
10 Meaningful learning
11 Informal learning
12 Formal learning
13 Nonformal learning
14 Nonformal learning and combined approaches
15 Tangential learning
16 Dialogic learning
17 Incident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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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학습의 영향 요소 (Factors affecting learning)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외부 요소 (External factors) 및 내

부 요소 (Internal factors) 로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표 2-2], [표 2-3]

과 같다. 외부 요소는 유전 (Heredity), 학생 상태 (Status of students) 및 

물리적인 환경 (Physical environment)을 포함한다. 내부 요소는 목표 

(Goals or purposes),  동기적인 행위 (Motivational behavior), 관심 

(Interest), 주의 (Attention) 등 있다(위키 백과, 2018).

[표 2-2] 학습의 영향 요소 - 외부 요소

External factors

외부 요소

Heredity

유전

Status of students

학생 상태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인 환경

[표 2-3] 학습의 영향 요소 - 내부 요소

Internal factors 내부 요소

1. Goals or purposes 8. Attitude
2. Motivational behavior 9. Emotional conditions
3. Interest 10. Speed, Accuracy and retention
4. Attention 11. Learning activities
5. Drill or practice 12. Testing
6. Fatigue 13. Guidance
7. Aptitude

2.1.4 학습 스타일 및 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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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배우는 방법이 다르다(Willingham, D. T. 외, 2015). 학습 스

타일 (Learning Style)라는 개념은 바로 개인 학습중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쟁적인 이론들을 가리킨다. 다양한 학습 스

타일의 인해 풍부한 학습 모델이 형성된다. Coffield, F. 외 4명 학자는 

2004년에 한 논문에서 71개 학습모델을 제시하였다(Coffield, F. 외, 

2004). 학습의 특성 및 과정의 인해 학습은 교육심리학, 교육학, 신경심

리학, 실험 심리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특

정한 학습 모델을 통해 특정한 학습 스타일도 표현한다.

  

2.1.5 경험학습에 관한 모델

  경험학습의 정의 및 핵심은 바로 경험을 통해 학습을 일어진다. 더 명

확하게 말하면 ‘learning through reflection on doing’라는 뜻이다. 즉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학습을 한다. 경험 학습의 목적은 한 사람

의 실수(mistakes), 결과(consequences), 성과(achievements)를 통해 배운

다. 학습 과정에서 자발성(self-initiative) 및 자기 평가(self-assessment)는 

매우 중요하여 필요하다.  2.1.6부터 2.1.9까지 경험학습에 대한 다양한 

측면, 혹은 경험학습 모델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2.1.6  David Kolb's model (경험학습모델)

  1970년 초반에 미국 교육학 이론가 David Kolb와 Ron Fry는 경험학습

모델 (Experiential Learning Model) (ELM)를 제시하였다(Kolb, D. A., & 

Fry, R., 1975). [그림 2-1] 과 같이 concrete experience – observations 
and reflections – formation of abstract concepts and generations - 

testing implications of concepts in new situations 4단계로 순환하여 나

선형으로 상승한다. 즉 사람들은 먼저 구체적인 경험을 겪고 관찰이나 

반성을 통해 머릿속에서 이 경험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앞

서 형성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해본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두 

번째 단계에서 스스로 형성한 추상적인 개념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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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학습자가 잘 못 된 개념을 기반으로 계속

적인 연습을 진행하면 실수와 실패 뿔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정확한 습

관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2-1] David Kolb's 경험학습모델

  경험학습 모델의 통하여 일정한 학습 스타일을 표현된다. [그림 2-2]에

서 Accommodating – Diverging – Assimilating – Converging 4가지로 제

시하였다. 향후에 [그림 2-3]처럼 더 발전하였다. 앞서 모텔보다 인간의 

감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경험 자

체를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다시 느끼고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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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경험학습을 할 때 감각을 이용해서 경험

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스스로 인식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도

출한다. 그리고 이 생각을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시도한다．[그림 2-1]의 

모텔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그림 2-2] David Kolb's 경험학습의 학습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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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avid Kolb's 경험학습의 학습 스타일 모델

2.1.7 Joplin – The 5 Stage Model

  학자 Laura Joplin 1981년에 ‘The 5 Stage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교수자의 수업 발전에 돕기 위하여 학습과정 중의 경험 구성 요

소를 설명한다. 모델은 [그림 2-4]와 같이 focus – action – support – 
feedback - debrief 총 5단계가 있다(Joplin 1995). 허리케인 형식으로 단

계마다 연결한다. 첫 번째 단계인 초점(focus)은 학습의 내용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도전을 의미한다.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2가지 종류를 나누

어 있다. 두 번째 단계인 행동(action)은 학습과정의 도전 및 어려움을 

표현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매우 큰 책임감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높은 스트레스레벨의 환경에서 자치한다. 또는 실페의 리스크가 높다.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일어날 문제점을 피할 수 없고 그 문제 해결하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 번째 단계인 지원(support)

은 학습자의 도전성이 있는 경험을 일어나게 도와준다. 넷 번째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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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feedback)은 학습자에게 학습자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단계인 보고(debrief)는 학습자의 특별한 행동에 따라 공식

적으로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의 목표는 명확하게 인식 되고 표현

되고 평가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책임을 진다.

  이 모델은 Kolb’s 경험학습모델과 비슷하여 여러 단계가 순환하고 다

음 목표로 올라간다. 하지만 다르게 이 모델에서 피드백 및 지원은 중요

한 두 요소로서 계속적으로 제공된다. 

[그림 2-4] Joplin – The 5 Stage Model　　

2.1.８ Burke Barbe's VAK model (Learning modalities)

  Burke Barbe와 동료들은 Visualising modality – Auditory modality – 
Kinesthetic modality 세 가지 학습 방식을 제안하였다(Barbe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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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Descriptions of VAK model

Visual Auditory Kinesthetic/tactile
Picture Listening Gestures
Shape Rhythms Body movements
Sculpture Tone Object manipulation
Paintings Chants Positioning

2.1.９ Neil Fleming's VARK model 

  VAK 모델과 비슷하여 학자 Neil Fleming VARK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4가지 감각적인 학습방식은 Visual learning – Auditory 

learning – Physical learning – Social learning이다. 구체적인 설명 및 예

시는 [그림 2-5]에 제시하였다.  

[그림 2-5] Neil Fleming's VARK model 

  앞서 경험학습모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험학습은 작은 학습목표나 

작은 태스크마다 앞서 순환과정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구체적으로 순화과정은 인간의 감각능력을 통해 경험과정에서 감지

된 정보를 수용하여 인지시스템에서 분석한 후에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다음 행동을 더 정확하고 학습효과가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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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이해

2.2.1 인터랙션의 정의

  인터랙션은 2개나 2개 이상의 사물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협력과 

피드백은 인터랙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위키백과, 2018).

2.2.2 인터랙션 디자인의 정의 

  인터랙션 디자인 (상호 작용 설계)는 인터액티브 디지털 제품, 환경, 

시스템 및 서비스를 설계하는 실천이다(Cooper, A., Reimann, R., & 

Cronin, D., 2007).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 Bill 

Moggridge(Fioretti, G., & Carbone, G., 2007)와 Bill Verplank에 의해 만

들어졌지만, 다른 디자이너들이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까지 10

년이 걸렸다(Cooper, A., Reimann, R., & Cronin, D., 2007).

2.2.3 인터랙션 디자인의 차원

  Moggridge의 <Designing Interactions>라는 책에 인터랙션 디자인 차원 

(dimension)의 개념을 소개되었다. [그림 2-6]과 같이 Words – Visual 

representations – Physical objects or space – Time – Behavior 5개 차

원이 있다(Moggridge, B., & Atkinson, 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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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터랙션 디자인의 5개 차원

  전통 대면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피드백

을 제공하여 학습을 일어진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교육은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없기 때문에 학습자와의 인터랙션이 많이 없어지고 적절한 

피드백이 부족해진다. 앞서 설명에 따라 경험학습은 학습자와 외부환경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진다. 경험학습에서 반성(reflection)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얻은 새로운 지식들을 외부환경와

의 상호작용에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학습에 인터랙션 수준이 

높을 수도록 학습효과가 좋다(Northrup, 2001). 그래서 경험학습 관점에

서 인터랙션 디자인 중요하다. 또한 전통교육을 익숙한 학습자에게 내추

럴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자를 대신 제품과의 인터랙션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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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드백에 대한 이해

2.3.1 피드백의 정의 및 발생

  피드백은 행동에 다시 작용하는 행동에 관한 정보이다(위키 백과, 

2018). 1860년대 미국에서 'to feed back'라는 용어가 기계적인 과정에서 

이전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서 사용했다(HH Cole, 2012)(JM Jay, 

2012). 1909년에 학자 Nobel laureate Karl Ferdinand Braun이 

'feed-back'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전자적인 회로의 구성요소간의 

coupling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Braun, K. F., 1909).

  한 시스템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시스템에 작용할 때 피드백이 발생

한다.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피드백의 발생

2.3.2 피드백의 종류

  피드백의 종류는 긍정적인 피드백 (positive feedback)과 부정적인 피드

백(negative feedback)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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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와 같이 설명한다. 

[그림 2-8] 긍정적인 피드백 및 부정적인 피드백

  지구가 지속적으로 온난화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어떤 변화의 인해 온

난화 더 신속하게 진행되면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즉 예시그림의 왼쪽에 

표현처럼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다. 즉 예시그림의 오른쪽

에 표현처럼 볼 수 있다. 쉬게 말하면 원래의 추세에게 도와주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이고 방애하는 것은 부정적인 피드백이다.

2.3.3 경험학습의 피드백

  경험학습은 경험을 하고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음의 경험에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음의 경험에서 응용한다. (David Kolb, 

2012) 경험학습은 대량의 연습이 필요하며 연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그림 2-9]처럼 순환 나선으로 올라간다. 한번 순환하여 다음 수환에게 

올라가면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행동 등을 조절하여 다음 순환에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피드백은 순환 나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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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3단계 경험학습 순환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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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타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 기반

경험학습 인터랙션 컨셉 제안

제 1 절 기타학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1 기타학습 동향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

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경제적이고 

한 번 투자로 평생의 취미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노후 재산’으로 

절약하게 혼자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강에게도 좋은 

활동이다(중앙일보, 2005). 또한 요즘에 성인들이 이린 시절의 좋은 추억

을 다시 느끼려고 퇴근 후에 미술학원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

우기 시작한다(백수진, 2007).

[그림 3-1] 악기 배우는 수요  

  가타는 세계 3대 악기 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화음 그

리고 완벽한 표현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관중들의 취

향 변화 및 음악가의 욕망의 인해 음악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다양

한 새 악기가 나타났지만 기타는 줄곧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王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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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2015). 사용자 니즈에 따라 특히 2014년부터 기타시장은 급속하게 성

장하였다. [그림 3-2]과  같이 영국의 Nexus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음

악에 대한 태도의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은 통기타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같은 악기 카테고리에서도 기타의 인기가 가장 많다. 중고나라라는 한

국에서 제일 큰 중고 시장에서 총 1953개의 현악기중 각 악기의 판매상

황은 [그림 3-3]에 정리되었다. (Guitar Market Rese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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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고나라에 총 1953개의 현악기중 각각의 판매상황

  기타 사용자는 학습단계에 따라 초보자, 중급자와 고급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초보자는 가장 큰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최근 정보 통

신 기술 및 웹 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

행하는 온라인교육 학습 방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노영, 2005). 부담

스러운 교육비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비디오를 통

한 학습 방법이 악기 배우는 방법 중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림 

3-4]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초보자가 시장에서 제일 많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쉬게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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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Youtube의 검색 결과 중에 초보자 위한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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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자 조사 및 니즈 분석

3.2.1 기타학습단계 구분 및 유형화

  기타 학습단계에 따라 크게 3까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무 관

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초보자와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중급자와 

능력이 뛰어나는 고급자가 있다. 각 단계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할 내

용, 소요 시간, 자습할 수 있는지 또한 학습자 상태에 대한 내용은 [표 

3-1]에서 정리하였다. 표의 내용을 통하여 기타 학습은 복합적인 행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초반 학습단계부터 매우 많은 지식과 능력을 배워야한

다.  

[표 3-1] 단계별 기타 학습 구분 

   

단계 학습내용
소요 

시간
자습하기 학습자 상태

초보

자

Ÿ 기타를 잡은 

자세

Ÿ 튜닝 방법

Ÿ 왼손이 줄을 

누르는 법

Ÿ 오른손이 치는 

법

Ÿ Guitar 

Tablature 

(Tab) 보는 

방법 및 이해

Ÿ C 장조의 음계 

및 코드

3개월

Ÿ 어렵다

Ÿ 타인에게 

지도를 

받으면 

좋다

Ÿ 시작할 때 

매우 

열정적이라 

빠르게 

제고할 수 

있음

Ÿ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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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 따르면 다른 단계보다 초보자 단계에서 가장 복잡한 학습이라

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기타 학습을 시작하여 초

보자 단계에서 넘을 수 없어 포기하거나 남게 되었다. 더 자세하게 초보

자 사용자의 어려운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타학습 초

보자 단계의 여정지도를 제시하였다.  

높다

중급

자 1

Ÿ G 장조의 음계 

및 코드

Ÿ 양손의 다양한 

기술

3개월

Ÿ 어렵다 

Ÿ 아직도 

타인에게 

지도를 

받으면 

좋다

Ÿ 일반적인 

열정을 가짐

Ÿ 천천히 

제고함

중급

자 2

Ÿ A, D, F 

장조의 음계 

및 코드

Ÿ 피크 사용법

Ÿ 노래를 위한 

반주 편성 

시도함

6개월

Ÿ 어렵지 

않다

Ÿ 스스로 

배울 수 

있다

Ÿ 일반적인 

열정을 가짐

Ÿ 천천히 

제고함

고급

자

Ÿ 복잡한 반주 

기술 배우기

Ÿ SOLO 연주 

연습

1년 

이상
Ÿ 가능하다

Ÿ 큰 열정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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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사용자가 기타학습 초보자 단계의 여정지도

  X-axis에 학습 시간을 표시하여 Y-axis에 사용가가 격고 있는 가능할 

어려움을 3까지 측면으로 유형화 하였다. 각 어려움은 소속 측면과 지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나타난 상황이 많다. 밑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보통 기타에 대한 학습목적은 악보를 보면서 몇 곡 노래

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5]의 여정지도에 Goal 표시된 선을 

보면 이 시점에서 사용자가 한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있는 어려

운 점들이 어떻게 동시나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 그

래서 다음 부분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과정

에서 어떻게 느끼며 행동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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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니즈 파악

  초보자 사용자가 기타 학습 과정의 경험은 어떤 것인지 많은 초보자들

이 왜 쉬게 기타학습을 포기하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30명 기타학습 경험이 가진 사람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를 하였고 포기하는 다양한 이유는 [그림 3-6]에 정리하였다. 코드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35.3%의 사람이 기타 학습을 그만두었다. 일부분 사람은 

stroke나 악보 이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기타 학습을 포기한다. 

  

[그림 3-6] 사람들이 기타학습을 포기하는 이유

 

  사람들이 기타 학습을 포기하는 이유와 유사하게 초보자 단계에서 처

음에 느꼈던 제일 큰 어려운 부분도 코드잡기이었다. 60.8%로 가장 높아 

나타났으며 다음 어려운 점들이 순서대로는 Stroke기술 11.8%, 악보 이

해 9.8% 및 코드 외우기 8.8%이다. [그림 3-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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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어려운 부분

  설문조사 질문 문제 중 몇 개 선정하여 설명한다. [표 3-2]에 따르면 

초보자들이 보통 지식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배워야한

다.

[표 3-2] 설문조사 질문 예시1 결과

Question 1： Are you already aware of some guitar knowledge 
before you learn guitar？

(기타 배우기 전에 관련 지식 알고 계신가요?)

option note proportion
know a little 25 83.33%
Know a lot 1 3.33%
do not know 4 13.33%
This question effectively fill in the number of  
 people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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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설문조사 질문 예시1 결과 비중도

  [표 3-3]를 통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기타를 배우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원이나 수업에 가거나 타인에게 배우는 경우 많고 최근에 인

터넷에서 자습하는 방식은 급히 선장하고 있다. [그림 3-9]에 정리하였

다.

[표 3-3] 설문조사 질문 예시2 결과

Question 2：Where do you study guitar?

(어디서 기타를 배우세요?)

option note proportion
Learn in the course 13 43.33%
People around teaching 14 46.67%
Own at home through video learning 11 36.67%
Learn yourself at home through books 6 20%
other 0 0%
This question effectively fill in the number 
of   people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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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설문조사 질문 예시2 결과 비중도

  사람들이 보통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타학습 시작하는지 [표 3-4]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단순하게 몇 곡정도 간단한 노래를 치

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한다. [그림 3-10]에 정리하였다.

  

[표 3-4] 설문조사 질문 예시3 결과

Question 3：What degree do you want to achieve when playing 
guitar? 

(기타를 배울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option note proportion
Legendary guitarist 2 6.67%
When you see the score you can immediately 
pop   the corresponding music 11 36.67%

Can play more than 10 songs 5 16.67%
Able to play three songs in front of friends 6 20%
Can play a song you like 5 16.67%
other 1 3.33%
This question effectively fill in the number 
of   peop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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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설문조사 질문 예시3 결과 비중도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기타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및 행

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며 사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인 사용자의 학습 문제를 파악을 위하여 에

를 코드 잡을 때 어떤 어려움이 겪고 있는지 기타 학습 경험을 가진 사

람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과 같이 총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터뷰 대상에게 코드표

의 개념을 알려주고 코드표에 따라 초보자 단계에서 자주 배우는 10개 

코드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과정을 관찰하면서 기록한다. 관찰 내용

을 종합해 보기 위하여 실시한 후 [표 5]와 같이 사용자 Painpoint 및 문

제점을 작성하였다.

[그림 3-11] 사용자 관찰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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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관찰조사 결과 정리

순번 나이 성별

기타

학습 

경험

초보자 단계에서 학습의 

어려운 점이나 포기하는 

이유 (Painpoint)

문제점 

유형화

1 24 남 1주

코드 배우기 힘들다 

(악보를 보면서 기타에서 

행동하는 인식 전환 

부담) 

시각적인 피

드백/가이드

의 위치 및 

형식 문제

2 25 남
3년 

이상

처음에 지식이 부족했을 

때 소리만 들으면 힘에 

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 

청각적인 

피드백만 

있다; 아직 

각 코드의 

소리를 

익숙하지 못 

한다

3 30 여
1 

개월

매일 출근해야 해서 기타 

들고 나갈 수 없다; 밤에 

집에 도착하면 너무 

늦어서 연습을 못한다  

휴대성

소리/ 

청각적인 

피드백 

자기에게만 

들 수 없다

4 27 여 2주 줄의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로 누르면 좋은지 

가이드 말고 

학습자 

행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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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니즈들을 파악할 수 있다.

- 소리를 들어도 정확한 소리가 맞는지 모른다. 

- 악보를 보면서 기타를 잡아야 해서 힘들다.

- 손 자세나 손가락의 자세 및 위치에 대해 모른다 

- 눌러야하는 줄의 정확한 위치와 힘을 모른다

- 코드 외우기 어렵다.

- 연습하고 싶은데 휴대하기 어렵다.

3.2.3 시장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비교 분석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 중인 기타 학습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12]의 JamPlay는 피드백이 없는 일반적

인 온라인 비디오 튜토리얼보다 사용자를 위해 인터페이스 개선된 사례

이다. [그림 3-13]의 MatchMySound는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주를 녹

음하여 사이트에서 업로드하면 음성인식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연주와 원

곡 비교해서 분석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비교를 통해 본인이 

실수의 시점 및 수량 등 알 수 있지만 실시간의 지적을 받고 수정하기 

불가능하다. [그림 3-14] 및 [그림 3-15]는 기타에서 스마트디바이스를 

모르고 자기의 학습 

상황에 대해 모른다; 

기타 게임도 해봤는데 

가이드 없으면 못 친다 

피드백이 

없다

5 21 여 4주

손이 작아서 잘 누를 수 

없다. 그리고 아파서 

힘을 잘 줄 수 없었다.  

잡아주는 

구조 및 

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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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LED빛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연주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 두 

제품 모두 앱과 연동되며 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 가

이드를 제공하면 학습자의 기억에게 방애될 수 있다. 빛에 따라 누르면 

되니까 기억이 없어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의 제품과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학습수준의 피드백을 제공 못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온라인 기타 교육 플랫폼 Jam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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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음성인식 기반 사례 MatchMySound

[그림 3-14] 기타에 작용한 디자인 사례 – FRE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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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타 – g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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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타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 기반 경험학습

인터랙션 컨셉 제안

  경험학습은 경험을 하고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음의 경험에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음의 경험에서 응용한다. (David Kolb, 

2012) 경험학습은 대량의 연습이 필요하며 연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그림 2-9]처럼 순환 나선으로 올라간다. 한번 순환하여 이번 순환에 반

성을 통해 피드백을 얻는다.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행동 등을 조절하여 

다음 순환에 도와줄 수 있도록 적용한다. 피드백은 순환 나선으로 올라

가는 이유이며 경험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터랙션의 input-output관점에서 이 순환 나선 모델을 설명하면 먼저 

학습자가 일정한 행동 등 input로 주며 한 번의 순환을 시작한다. 이 순

환의 output에 대한 반성은 다음 순환에 도와주는 새로운 input되는 것

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사용자 니즈 분석에 따라 학습자가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정보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과정에서 절당한 시점에서 절당

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는 절당한 피

드백 제공이 부족하다. 특히 독학하거나 혼자 연습하는 경우에서 교수자

와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피

드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 기타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 기반 경험학습 인터랙션 컨셉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기 위하여 경험 학습 모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절당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의 input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배우는 인지적 및 행

동적인 특성 등을 설명하는 Fitts&Posner 모델을 선택하였다. Fitts와 

Posner는 1967년에 운동기술 3단계 학습 이론을 제시하였다. 운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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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은 [그림 3-16]과 같이 COGNITIVE STAGE (인지 단계) – 
ASSOCIATIVE STAGE (연결 단계) – AUTONOMOUS STAGE (자동화 단

계)이다(Fitts & Posner, 1967).

[그림 3-16] Fitts와 Posner 운동 기술 학습 모델

  첫 단계인 동작 인지 단계는 운동 기술을 배우는 시작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학습자의 task에 대한 인지부분을 강조한다. 즉 동작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 머리에서 이 기술을 학습하는 동기 및 관련 지식

을 형성해야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자는 신경 시스템이 각 자극

에 대한 반응이 비슷하여 주의하는 범위가 좁다. 즉, 동작이 아직 숙련

되지 않고 긴장의 정도가 높으며, 또한 불필요한 동작이 많고 속도가 느

리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 결과의 피드백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우 명확한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시각적인 피

드백에 의해 동작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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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COGNITIVE STAGE (인지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여러 세부 동작들을 파악하여 동작들을 연

결하고, 따라서 더욱 일관성 있게 연습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학습자의 

신경시스템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고 더 정확한데, 주

의하는 범위는 넓어지고 긴장의 정도는 감소하며, 동작의 정확성이 증가

하고 불필요한 동작들은 점점 없어진다. 단, 아직 기술을 형성하는 단계

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동작 간의 연결, 동작 전환 부분에서 자주 멈추

고,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점점 동작

을 보지 않고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시각적인 피드백의 영

향이 줄어들고 촉각적인 피드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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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ASSOCIATIVE STAGE (연결 단계)

  

  마지막 단계는, 학습자의 동작들이 숙련되고 양 손의 배합을 위주로 

연습하는 단계이다. 특히 청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배합의 상황을 직관적

으로 알 수 있다.

[그림 3-19] AUTONOMOUS STAGE (자동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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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기타 학습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

  앞서 사용자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니즈들을 파악하였다.

1. 소리를 들어도 정확한 소리가 맞는지 모른다. 

2. 악보를 보면서 기타를 잡아야 해서 힘들다.

3. 손 자세나 손가락의 자세 및 위치에 대해 모른다 

4. 눌러야하는 줄의 정확한 위치와 힘을 모른다. 

5. 코드 외우기 어렵다.

6. 연습하고 싶은데 휴대하기 어렵다.

  Fitts와 Posner 운동 기술 학습 모델에 따라 기타학습의 경우를 

COGNITIVE 단계, ASSOCIATIVE STAGE, AUTONOMOUS STAGE 3개 나

눈다. [표 3-7]과 같이 정리하였다. COGNITIVE 단계에서는 악보와 

fretboard를 번갈아 보면서 코드를 잡는 단계와 악보 없이 fretboard를 보면

서 코드를 회상하는 단계가 있다. 악보와 fretboard를 번갈아 보면서 코드를 

잡는 것은 코드에 대한 이해이며 위의 니즈 1, 2, 3, 4를 반영한다. 이 

학습단계에서 학습자가 아직 코드에 대한 기억을 형성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시선으로 본인이 누르는 줄의 위치를 악보와 비교하여 동작을 정확

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아

직 동작을 숙련되지 않고 학습 결과의 피드백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으

며 예를 들면 니즈 1 반영한 것처럼 명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선에 맞추어 각 줄의 각 fret의 왼쪽에서 LED 빛을 설치한다. 누르는 

줄의 위치, 힘 및 자세의 상태에 대해 빛의 색상별로 알려준다. 이런 방

식에서 악보를 보기 필요 없고 기타에 집중해서 직관적으로 빛의 안내에 

따라 연습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기타를 보고 코드 회상하는 단계이며 

특별히 니즈5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안내가 없어지고 학습자

가 행동 후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 빛의 색상별로 위치, 힘, 자세 등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ASSOCIATIVE 단계에서는 여러 세부 동작들을 파악하여 동작들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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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따라서 더욱 일관성 있게 연습할 수 있게 된다. 동작들을 연결

하기 위해 기억의 정확성 및 동작의 일정한 숙련 정도가 필요하다. 계속 

긴장하여 시각적으로 기타에서 집중하는 것보다 기타를 점점 안보고 자

연스럽게 공간적으로 촉감으로 몸의 기억을 기워야한다. 즉 학습자는 점

점 동작을 보지 않고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단계에

서는 아직 술을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동작 간의 연결, 

동작 전환 부분에서 자주 멈추고,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한다. 그

래서 직관적인 피드백을 아직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기타를 안보니까 

기타에서 시각적인 피드백은 필요 없고 촉각적인 피드백으로 직접적으로 

학습상태를 알려주면 학습자가 피드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진동, 온

도, 통감 등 촉각적인 피드백 중에 기타학습에서 실현하기 더 가능하며 

더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은 진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

동의 크기 및 지속시간을 통해 위치, 자세, 힘의 상황을 알려준다.

  마지막 AUTONOMOUS 단계는, 학습자의 동작들이 숙련되고 양 손의 

배합을 위주로 연습하는 단계이다. 청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배합의 상황

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실제 기타처럼 비슷하게 소리를 제공하

는 방식은 실제기타를 연습할 때 괴리감을 줄일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인터랙션 컨셉의 피드백을 [표 3-7]에 다시 정리하

였다. 학습 모델의 단계에 따라 기타 학습에서의 단계 및 피드백 방식, 

그리고 제품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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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단계별 피드백 리스트 

단계 기타학습의 경우
피드백 

방식

피드백을 위한

제품 기능

COGNI

TIVE 

단계

악보와 fretboard를 

번갈아 보면서 코드를 

잡는 단계

시각적

코드의 위치 및 힘을 

빛으로 안내하여 인식 

부담을 줄인다. 

악보 없이 fretboard를 

보면서 코드를 회상하는 

단계 

시각적

사용자가 틀릴 경우에 

해당 코드의 위치 및 

힘을 빛으로 알려준다.

ASSOCI

ATIVE  

단계

악보와 fretboard를 안 

보고 코드를 회상하는 단계 
촉각적

진동을 통해 Haptic 

Feedback을 제공한다.

AUTON

OMOUS 

단계

왼손과 오른손 같이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
청각적

오른손의 위치에 

해당하는 버튼과 앱을 

통해 리듬 연습 

기능을 제공 한다.

3.3.2 기타 학습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컨셉의 방향

  앞서 정리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 기타 학습을 위한 피드백 기반 학습 모델 및 인터랙션 패턴 컨셉을 

[그림 3-20]와 같이 정리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과정은 인지, 연결 및 자

동화의 3단계로 진행하여, 각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 행동 특징에 따라 

피드백의 제공은 시각적 – 촉각적 – 청각적으로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

로 5개 목표에 따라 학습단계는 단계 1-1, 단계 1-2, 단계 2-1, 단계 

2-2, 단계 3로 구성한다. 학습단계 1 에서 학습자가 코드를 잡으려면, 각 

손가락이 fretboard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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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기타 학습을 위한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컨셉 

  단계 1-1에서 코드의 위치를 LED로 안내하여 학습자의 인식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단계 1-2에서 해당 코드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각 손가락

의 누르는 힘이 충분해야 한다. 위치가 틀리면 빨간 빛을, 힘이 부족하

면 노란 빛으로 보여주고, 힘이 충분할 경우 파란 빛으로 보여준다. 학

습단계 2에서는 학습자가 악보와 fretboard를 안 보고도 코드마다 위치 

및 힘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2-1에서 위치가 틀

릴 때 한 번의 큰 진동을 제공하며, 힘이 부족할 때 지속적인 작은 진동

을 제공한다. 단계 2-2에서 리듬에 따라 학습자의 코드 간의 전환(위치 

및 힘)을 제품이 확인해 준다. 이를 위해 리듬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위치나 힘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앞서 제안한 진동을 제공한다. 학습

단계 3의 목표는 학습자가 리듬에 따라 기타를 연주할 때, 양 손의 배합

을 정확하게 한다. 앱과 Rhythm Button을 통해 소리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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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는 실제 기타의 소리를 제공하며, 또한 bluetooth를 통해 이어폰으

로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조용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 제품 컨셉은 실제 기타의 크기와 동일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

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이동시 휴대성이 좋고 외부에서의 연습이 용

이하다. 

  전문가에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 3-21] 피드백 기능이 실현할 수 있

는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컨셉을 만들었다. 프로토타이핑 컨셉은 힘을 측

정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해 버튼형식을 제안하였고 버튼마다 LED 하나 

있다. 진동도 버튼을 통해 제공한다. 오른손이 치는 동작을 감지할 수 

있기 위해 이런 구조로 제안하였다.

[그림 3-21]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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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타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 기반

경험학습 인터랙션 패턴 제안

제 1 절 1차 전문가 인터뷰

  현재 인터랙션 패턴 컨셉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차 전

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기타 학습에서 피드백의 중요성

과 컨셉에서 제안하는 피드백의 유용성 및 한계점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

로 인터뷰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타 교육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나요? 기타 치신지 얼마나 되나요? 

- 여기에서 기타초보자를 위한 수업이 있나요?

- 선생님이 교육자로써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경험에 따라 이 컨

셉을 보셨을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중의 학습단계의 구분은 괜찮나요? 각 단계에서 제공하는 피드백 기

능은 어떡할까요?

- 혹시 선생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 컨셉에 보원해야하는 부분에 대

해 의견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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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차 전문가 인터뷰 진행상황

[표 4-1] 1차 전문가 인터뷰 대상 프로필

전문가 인터뷰 대상 프로필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

- 기타 경력: 20년 이상 

- 기타교육경력: 5~6년

- 현재 직업: 기타학원 

"기타아저씨＂의 운영

자 & 강사

- 기타 경력: 20년 이상 

- 기타교육경력: 8년

- 현재 직업: 기타학원 

"어쿠스틱사운드"의 운

영자 & 강사

- 기타 경력: 12년  

- 기타교육경력: 2년 이

상

- 현재 직업: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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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에 1차 전문가 인터뷰 진행상황을 정리하였다. 인터뷰 1는 

2018년 5월 4일 오후 6시에 기타학원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 2는 2018

년 5월 6일 오후 5시30분에 기타학원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 3는 2018

년 5월 4일 오후 3시에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표 4-1]과 같이 전문가 인

터뷰 대상 프로필은 기타 경력, 기타교육경력, 현재 직업을 정리하였다.  

 [표 4–2] 1차 전문가 인터뷰 평가 측면

1. 학습과정 측면: 

관련 이론 및 조사에 따라 학습단계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실제 초보

자 교육은 이렇게 진행하는지 확인 

2. 피드백 측면:  

학습자가 각 단계에서의 실제 학습행위에 따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피드백이 초보자에게 학습효과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

3. 제품 측면: 

이 제품을 통해 피드백을 잘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
 

  [표 4-2]와 같이 3가지 측면에서 3명 전문가에게 평가를 얻었다. 인터

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명 전문가는 학습과정 부분 또한 

목표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과 단계별로 학습자의 행동에 따라 

다양한 감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을 동의하여 학습중의 많은 부

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셨다. [표 4-3]에 전문가들이 보완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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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차 전문가 인터뷰 보완에 대한 의견 정리

피드백에 보완해야할 부분:

코드 잡을때 어디서 어느 손가락이 잡아야 되는지 음악교육 중에 정

하지 않아서 학습단계 1-1중의 검지-중지-약지 순서대로 피드백 주는 

방식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다.

프로토타이핑 컨셉에 보완해야할 부분:

- 버튼 형식은 실제기타와 달라서 수정하면 그리고 fretboard의 사이

즈는 일치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 기타 줄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셨다.

- Rhythm Button의 방식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하셨다.

- Working Prototype의 사용성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예: 

센싱의 정확도, 피드백의 속도 및 정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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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토타이핑 제작

  현재 개선된 제품 컨셉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4-2]와 같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후 쓰리디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여 아두이노와 함께 다음

과 같이 워킹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해

야할 부분에 따라 프로토타이핑 제작하였고 피드백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기타와 같이 만들었다. 피드백 측면에서 처음에 안내주는 빛

은 동시에 파란색으로 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림 4-2] 프로토타이핑의 제작과정

 

[그림 4-3] 완성된 쓰리디 프린팅 프로토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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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아두이노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

  [그림 4-3]에 완성된 쓰리디 프린팅은 [그림 4-4]와 같이 아두이노를 

통해 컴퓨터와 연동해서 쓰리디 프린팅 프로토타이핑에서 피드백 기능을 

제공한다. 

제 3 절 파일럿 실험 및 인터뷰

  앞서 작동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 기타 

초보자를 대상으로 실제 기타 학습 및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학습은 따로 

진행하였다. 학습과정을 관찰하면서 기록하고 실험 후에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표 4-4]와 같이 파일럿 실험의 실험조건, 학습 테스크, 학습 내용, 학

습자의 퍼포먼스등 내용을 정리하였다. 실험 방법은 한 기타 초보자를 

대상으로 실제 기타 학습 및 프로토타이핑은 따로 진행 하여 학습효과를 

비교한다. 학습 내용은 E Chord 및 A Chord 학습 (이해, 기억, 전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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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파일럿 실험 진행 상황

[표 4-5] 파일럿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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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그림 4-5]와 같이 

Kirkpatrick의 4자기 학습level을 다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Reaction 

Level만 평가한다. 특히 피드백 측면에서 시각적인/ 촉각작인/ 청각적인 

피드백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해야한다. 평가 기준은 단계마다의 학습

시간, 학습과정 중 학습자의 학습상태 (이해도, 만족도 등), 피드백 측면

의 코멘트 등을 기록한다. 시간이나 정확도 측정은 큰 의미는 없지만, 

피드백기반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4-5] Kirkpatrick의 4자기 학습level

  실험 및 인터뷰의 결과에 따라 다음 [표 4-6]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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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프로토타이핑 및 일반 기타의 비교

프로토타이핑은 실제 기타보다

장점
보완해야할 부분

(수정방향)

(1) 시각적인 피드백: 빛으로 코드의 

위치 및 힘 알려주는 것은 직관적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다.

(2) 촉각적인 피드백: 기타를 안봐도 

진동을 통해 위치 및 힘에 대해  

맞는지 알 수 있다.

(3) 청각적인 피드백: 정확한 코드의 

소리에 대한 기억 강화된다.

(4) 도구의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방식이 좋다.

(1) 틀릴 때 소리 없는 것 

보다 코드 소리 아닌 자주 

이용한 error를 표현한 

소리로 피드백 제공하고 

틀린 운지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예: 

지금은 다른 코드이다. 

코드의 이름까지 알려준다.)

(2) 박자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는 시선을 잘 

보이는 위치 설치

  프로토타이핑은 실제 기타보다 장점 및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리하였

다. 장점은 (1) 시각적인 피드백: 빛으로 코드의 위치 및 힘 알려주는 것

은 직관적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다 (2) 촉각적인 피드백: 기

타를 안봐도 진동을 통해 위치 및 힘에 대해  맞는지 알 수 있다 (3) 청

각적인 피드백: 정확한 코드의 소리에 대한 기억 강화된다(4) 도구의 학

습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방식이 좋다 이렇게 4개가 있다. 보완해야할 부

분은 (1) 틀릴 때 소리 없는 것 보다 코드 소리 아닌 자주 이용한 error

를 표현한 소리로 피드백 제공하고 틀린 운지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려준다. 예를 들면 지금은 무슨 코드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2) 박자를 알



- 56 -

려주는 인디케이터는 시선을 잘 보이는 위치 설치 이렇게 2개가 있다.

제 4 절 2차 전문가 인터뷰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2차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상황은 

[그림 4-6]과 같다. 인터뷰 1는 2018년 6월 28일 오후 3시에 기타학원에

서 진행하였고 인터뷰 2는 2018년 6월 28일 오후 5시에 기타학원에서 진

행하였고 인터뷰 3는 2018년 7월 6일 오후 7시에 기타학원에서 진행하였

다. 

[그림 4-6] 2차 전문가 인터뷰 진행 상황

  [표 4-7]과 같이 전문가 인터뷰 대상 프로필은 기타 경력, 기타교육경

력, 현재 직업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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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2차 전문가 인터뷰 대상 프로필

전문가 인터뷰 대상 프로필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

    

- 기타 경력: 20년 이상 

- 기타교육경력: 5~6년

- 현재 직업: 기타학원 

"기타아저씨＂의 운영

자 & 강사

- 기타 경력: 20년 이상 

- 기타교육경력: 8년

- 현재 직업: 기타학원 

"어쿠스틱사운드"의 운

영자 & 강사

- 기타 경력: 20년 이상  

- 기타교육경력: 대학 때 

기타전동, 3년 이상

- 현재 직업: 기타학원 

STUDIO SiHoMei(시호메

이)의 운영자 & 강사

  

  피드백을 위주로 [그림 4-7]과 같이 7까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질문

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이 피드백이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도움이 되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

째 내용은 이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에 대해 질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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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차 전문가 인터뷰 질문 방향

  질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의 각 부분에 대해 다음 2가지 질

문을 한다.

- 이 단계의 피드백은 학습에게 도움이 될까요? 왜 도움이 되나요?

-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결과는 다음[표 4-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8]중의 번호는 

[그림 4-7]에 따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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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차 전문가 인터뷰 정리

번호 인터뷰 내용

(1)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C/G코드만이라도 처음에 기타 배우는 사람에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줄의 번호 알려주고 다음에는 프렛의 개념을 알려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코드를 알려주는거 아니고 1번줄의 1프랫을 

쳐보세요.6번줄의 3번프랫을 쳐보세요… 이런식으로  줄과 프렛트의 

개념 알려준다. 따라서 각 학습에 단계별로 목표를 주고 학습을 하

는게 필요하다 ” (전문가 1)  

“처음부터 무리하게 학습을 시작하게 될 경우 학습자가 멘붕이 온

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쉬운것 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넘어가야지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전문가3)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진도가 너무 느리면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잃고 그만두게 된다 

그래서 어느정도 학습이 되면 넘어가도록 해주면 좋다＂ (전문가1)

(2)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보통 잘 할 경우 말로만 잘한다고 말을 해 준다. 그런데 힘이 부

족하거나 다른 줄을 건드리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잘 나지 않

는다 이 경우 나는 이해를 하지만 학습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품에서 알려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 (전

문가 1)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학생들이 혼자 연습할 때 혼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

게 보완이 되면 좋겠고 앱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

을거 같다＂ (전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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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지금까지 이런 도구가 없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나 

악보를 보고 잡을 때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건 바

로 정확한 위치에서 알려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전문가1)

“코드표를 보고 따라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쉬워지겠다. ＂ 

(전문가2)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실제 아날로그 기타의 줄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보조기구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1)

(4)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학습을 할 때 누르는 강도도 매우 중요해서 이 피드백은 아주 좋

습니다. 너무 좋아요., 힘의 경우 어느정도 눌러야 하는지 알기가 

아주 어려워요. 누르는 정도를 가르쳐 주기도 힘들고 얼만큼 눌렀는

지 알 수가 아주 어려운데. 정확하게 알려줘도 좋네요. ＂ (전문가1)

“누르는 힘을 학습시키가 가장 어려운데 그것을 잘 전달해줘서 학

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 (전문가2)

“기타학습에 위치, 자세, 힘이 가장 중요해요. 색의 변화로 위치, 

자세, 힘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학습자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문가3)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LED 색상이 다양한데 어떤 LED 피드백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지 알려주는 곳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전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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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기타를 보지 않고 피드백을 주어서 학생이 악보를 보고 연습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학습효과가 있을 거에요. ＂ (전문가1)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진동 피드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조절해야돼요＂ (전문가2)

(6)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박자도 체크해주면 정확한 타이밍을 알수 있어서 학습에 효과가 

있다＂ (전문가2)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없다.

(7)

학습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정확할때만 정확한 소리가 나오는게도 좋다.  쉬게 이해할 수 있

다.“ (전문가 1)

“요즘 원룸에 다들 많이 사는데 소음때문에 기타 연습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앱과 이어폰으로 기타 소리를 들을 수 있

어서 언제 어디서나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빠른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전문가2)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가요?

“추가적으로 다른 음악도 연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악보를 앱에서 다운받고 그걸 연습하는 방식…?? ＂ (전문가1)

  (1)-(7)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객관성, 즉각성 및 전달용이성으로 

정리하였다.

  객관성: 

  힘의 크기는 볼 수 없으니까 선생님도 힘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소리를 통해 자세와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다 정확하면 힘에 

대해 의견을 준다. 도구를 통해 직접으로 정확한 힘의 상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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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성:

  순간마다 학생의 학습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학생이 집에서 혼자 집

에 연습 할 때도 사진이나 동영상 찍고 선생님에게 질문한다. 하지만 자

세를 잘 안 보이고 힘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설명은  제대로 못한다. 

도구를 통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전달용이성:

  위치 및 자세는 빛이나 진동으로 직관적인 방식을 알려준다. 학생의 

인식 부담, 심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

힘은 양적인 상태로 알려주는 것은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다.

정확한 소리만 나오고 학생에게 기억에게 도움이 된다. 

[표 4-9] 일반기타교육 및 제안한 패턴의 비교

  일반기타교육과 제안한 인터랙션 방안을 피드백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 

[표 4-9]과 같다. 기타 학습에서 중요한 자세, 위치, 힘, 소리를 즉각성, 

객관성, 전달 용이성으로 피드백을 세분화 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전

문가 3명을 통하여 진행을 하였다. 제안한 인터랙션은 피드백을 즉각적

이고, 객관적이며 전달을 쉽게 해주어 사용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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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최종 인터랙션 패턴 제안

  일반적인 기타 학습할 때 학습자가 실제 기타와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한다. 학습자가 여러 행동들을 주어지만 학습자가 얻은 피드백은 

Task-intrinsic Feedback인 소리밖에 없다. 학습자가 특히 초보자들은 아

직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소리인 유일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학습상태

를 파악할 수 없다.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전문가나 교수

자가 있는 경우에 학습자대신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판단해준다. 

[그림 5-1] 일반 학습자 및 전문가의 차이

  [그림 5-1]처럼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을 통해 쌓이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다. 사람들은 학습 및 연습을 

통해 전문가 (expert)로 될 수 있다. 전문가 되기 전에 얼마나 학습 및 

연습이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하진 수치가 없다. 하지만 

학습 및 연습을 통해 실수 (error)를 감지하고 스스로 고치는 능력, 상황

에 따라 빠르게 판단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점점 기우고 어느

정도 되면 전문가로 부를 수 있다. 

  전문가나 교수자가 보통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하여 기타에서 나

온 소리가 정확한지 판단한다.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

유들을 생각하여 학습자 및 기타를 관찰하면서 이유를 찾는다. 전문가들

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인의 실수

까지 찾을 수 있다. 수많은 경험 및 실수를 통해 비슷한 상황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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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측한다. 경험이 많을수록 추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일반 기타 학

습은 학습자 특히 입문자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이 부족하

기 때문에 학습효과에게 나쁜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인터

랙티브 기타 학습도구를 통해 제안하자고한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패턴

을 기타학습에서 적용한다. 

  

  인터랙션은 일정한 input의 인해 일정한 output 생기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그림 5-2]에 제시한 인터랙션 패턴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행동 input 주면 어떤 피드백 기반의 output를 생기는지에 대해 설

명한다. 

 

[그림 5-2] 최종 인터랙션 패턴 제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림 5-2]중에 보라색(purple)의 부분은 학습

자 (즉 앱과 이 연습 도구의 사용자)가 행동하는 input부분이며 다른 색 

및 아이콘으로 표현한 빛, 진동, 소리등 다양한 피드백 기반의 output를 

제공한다.

   앞서 4.3부분에 제안한 피드백 방식 컨셉의 기반으로 학습과정에서 

원래의 3단계를 3-1단계와 3-2단계로 나누었다. 또한 단계1-1부터 3-1까

지는 소리 피드백의 부분은 실수 있을 때 실수를 학습자에게 알려주는 

error 소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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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에서 학습목표를 설립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곡을 앱에서 서정하며 앱은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한 조건 등 학습내용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Billy 

Ray Cyrus의 'Achy Breaky Heart'라는 노래를 앱에서 입력하여 앱이 이 

노래에서 나오는 코드를 알려준다. [그림 5-3]과 같이 앱의 화면에서 A 

코드 및 E 코드를 UI의 색각으로 다르게 제시되다. 즉 학습자에게 이 두 

가지 코드를 배우는 학습 태스크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앱에서 클릭하거

나 음성명령으로 한 학습 태스크를 선정하여 시작한다. 예를 들면 먼저 

E 코드의 학습을 선택한다. 그러면 연습도구에서 [그림 5-4]의 단계1-1

처럼 파란 빛으로 위치를 안내한다. 틀린 위치에 누르면 빨간색으로 제

시된다. 정확한 위치에 충분한 힘을 주었을 때 빛은 초록색으로 될 수 

있다. 초록색의 LED 불이 들어올 경우에 정확한 코드의 소리가 난다. 정

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러 소리가 난다. 

  

[그림 5-3] 앱에서 학습 목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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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1-2에서 학습자에게 코드를 기억하게 도와주기 위하여 단계

1-1중의 안내 피드백이 없어진다. 다른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 단계 1-1 및 1-2의 인터랙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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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2-1부터 기타를 안보고 촉각적인 피드백을 수용한다. 진동을 통

해 위치 밀 힘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소리 피드백은 지난 단계와 

같다. 단계 2-2에서 손가락들이 곡에 맞춰 같이 누르는 연습을 시작한

다. 행동의 시점에 대해 피드백을 중시한다.    

[그림 5-5] 단계 2-1 및 2-2의 인터랙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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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단계 3-1 및 3-2의 인터랙션 패턴

  단계 3-1부터 거의 실제 기타와 같다. 소리 피드백만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실제 기타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하면 이 단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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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에러 소리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실수를 알려

주는 피드백이 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그림 5-6]와 같이 학습자마다 학습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동기부여 등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앱에서 자신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림 5-7] 앱에서 피드백을 세팅하는 기능

  앞서 제시한 인터랙션 패턴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컨셉을 [그림 5-7]

에서 제시한다. 주요 부분들은 주홍색으로 표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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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앞서 인터랙션 패턴을 위한 가능한 제품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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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연구

  경험학습에서 더 나은 학습효과를 얻으려면 사용자에게 적당한 피드백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경험학습 학습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 제안을 탐색하기 위해 경험 학습

의 대표 사례인 운동 및 악기 학습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타 학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통기타 초보자를 대상으

로 기타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디자인 제안을 목적

으로 한다. 

  기존 기타학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여, 

경험학습 모델을 기타학습에 작용하여 학습자에게 단계별로 학습 목표 

및 학습행위를 구체화하였다.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감각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여, 기타 학습 도구 디

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컵셉을 전문가 인터뷰을 통해 

평가하여 보완하였다. 학습자에게 실제로 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

토타입을 통한 파일럿 실험을 진행 후,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 기반 인터

랙션 패턴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자단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여, 피드백의 모

든 단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인터랙션 패턴이 다음 단계 학습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악기 기초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피드백 기반 인터랙션 패턴으로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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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Pattern Proposal

Based on Feedback for

Assisting Guita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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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and for learning musical instruments continues to rise as

people around the world increase their interest in leisure activities.

Also,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a growing number of

people have recently preferred online education with no restrictions on

time and space over traditional face-to-face education. In the case of

experience learning that requires a lot of practice and adequate

feedback, there are many people who just give up on the way

because the feedback is not provided well as needed in th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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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chose guitar learning to

conduct the research because sports and instrument learning can be

considered as typcal examples of experimental learning and guitar

learning is very popular amoung people. By analyzing existing studies

and current product-services in the market, we can know that

current guitar learning lacks of adequate feedback in the onlin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feedback-based

interaction design for guitar beginners to support effective and

continuous learning. 

In order to explore the way how feedback should be designed to

assist guitar learning , we researched on experimental learning

theories and analysed problems of products and services released in

current market. Existing problems of guitar learning were also

analyzed through user research. Feedback-based interaction design is

proposed for guitar beginners by applying experimental learning

models. The proposed concept was evaluated and supplemented by

expert interviews. Pilot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prototypes to verify if they are actually beneficial to learners and

feedback-based interaction patterns have been proposed.

To address the lack of feedback on traditional guitar learning, this

study has applied experimental learning models to refine learning

objectives, learning phases and also learning behaviors in each phase

for guitar beginners. The interaction pattern that provides appropriate

feedback to the learners in each phase can be applied to guitar

learning tool design. Future studies will research on how this

proposed interaction pattern can be linked to the next learning level.

Furthermore, we hope it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basic lear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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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usical instruments.

keywords : feedback-based interaction, experimental learning,

guitar learning, interac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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