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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가

중학생의 사례지역 학습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배경음악 조화도를 정서조화도와 지역조화도로 구분하여,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학습효과,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 사례지역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원격수업 상황에서 온라인 연구 도구를 활용하여 3가지 실험 연구를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 1>에서는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229명을

분석대상으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정서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 흥미, 지각된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는 학습자의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흥미와 지각된 정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실험 연구

2>에서는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179명을 분석대상으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정서조화도가 해당 정서 관련 기억,

해당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는 학습자의 해당 정서

관련 기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해당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실험 연구 3>에서는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177명을 분석대상으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지역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 흥미, 지각된 생생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는

학습자의 기억, 지각된 생생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흥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교육적 함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영상 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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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공하고, 비대면의 교육학 구축에 기여하며,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에 기반한 학습효과 증진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지리교육적 함의는 배경음악을 통해 지리 학습내용의 정서적 의미를

강화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 지리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지역 관련

음악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 교육영상, 배경음악 조화도, 정서조화도, 지역조화도, 학습효과,

사례지역 학습

학 번 : 2020-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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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영상 제작 테크놀로지가 대중화되고(이성식,

2007), 유튜브(Youtube) 등의 영상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학교

수업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실 수업 혁신모델로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 대두되고(Bergmann and Sams, 2013), 영상

기반 학습(VBL, video-based learning) 모델이 다양하게 제안되며

(Giannakos, 2013) 교실 수업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교사의 실천적 역량이

강조되고(Mishra and Koehler, 2006),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들의 교직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보편화된 학습도구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고(교육부, 2020.3.27.,

1-3), 교육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모색되며(이강주 등,

2021),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에서의 실제적 변화와 함께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원격수업을 배경으로

교육영상을 제작한 교수자의 경험을 탐구하거나, 교수자의 경험을

종합하여 기술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Aliyyah et al., 2020;

황미영, 2020, 송하인, 2021, 이종원, 2021). 예를 들어, 송하인(2021)은

교육영상 등 사회과 원격수업 컨텐츠를 제작한 교사들의 경험을

탐구하였는데, 컨텐츠 제작과정에서의 교사들의 고민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교수자의 교육영상 제작 경험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영상의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교육영상의 효과성을 탐구한 대표적인 연구 유형은 교육영상을 활용한

수업과 교육영상을 활용하지 않은 수업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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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원격수업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간 원격수업과

교육영상을 활용한 비실시간 원격수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거나,

교육영상을 결합한 원격수업과 교육영상을 결합하지 않은 원격수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Guo, 2020; 이은곤, 2020;

강성배, 2021, 박부남, 2021). 예를 들어, 이은곤(2020)은 컴퓨터공학

실시간 원격수업을 배경으로 실습 사례 교육영상을 결합한 수업과

결합하지 않은 수업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교육영상을 결합한

원격수업이 매체 풍요도(media richness)를 증가시켜 학습자의 몰입,

만족도, 자기효능감, 참여의도 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교육영상 그 자체의 효과에 관해 파악할 수 있지만,

‘교육영상의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학습효과를 증가시키는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교육영상 각 요소의 효과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영상학, 교육공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막(서은선, 2021), 영상의 색감(최우, 2019),

화면 레이아웃(강재신·강태임, 2020), 교육영상 유형(이은주, 2017),

교육영상 길이(이진형, 2020), 교수자의 음성언어(정기수, 2008) 등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은선(2021)은 온라인 교육영상에서 학습자의 시선추적과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자막이 있는 교육영상을

시청한 그룹이 자막이 없는 교육영상을 시청한 그룹보다 집중력과 학습

이해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교육영상의 각 요소가

학습자의 학습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상의 다양한 요소 중 배경음악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은 대면 교실수업에서는 활용되지 않던

새로운 도구이고, 10대 학습자가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이며(Miranda,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교육영상이 전달하는

학습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Schmidt, 1982, 강석희·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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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992, 306) 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배경음악은 현대 미디어 컨텐츠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여 연구

가치가 높다. 그리고 일부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에서 다양한 배경음악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나, 이론적 고찰 및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해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직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어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De koning et al, 2018, 395).

한편, 배경음악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음악학, 광고학,

뇌과학, 교육공학,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일부 연구는 배경음악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고(De Groot, 2006; Angel et al.,

2010; Cho, 2015), 일부 연구는 부정적으로 보고하였고(Iwanaga and Ito,

2002;  Kasiri, 2015; Hallam and Godwin, 2015), 일부 연구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Jäncke and Sandmann, 2010; Küssner et al., 2016;

Nguyen and Grahn, 2017). 이러한 연구는 주로 배경음악의 유무가 연구

참여자의 기억, 흥미,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육영상 속 배경음악의 유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영역

일반적(domain-generic)인 연구로서, ‘교과교육적 함의’를 얻기 어려우며,

학습내용과 배경음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에

관해 접근한다. 즉, 지리교육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영상에서 보다

‘적절한 배경음악’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교육의 ‘사례지역 학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배경음악

조화도(background music congruency)’ 개념에 주목한다. 배경음악

조화도는 미디어 속 배경음악과 미디어 맥락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의미한다(Herget and Albrecht, 2021, 3). 즉,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는 교육영상에 삽입된 배경음악과 학습내용 맥락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뜻한다. 배경음악 조화도는 학습자의 기억, 흥미, 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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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고 등의 마케팅 영상 분야(Kellaris et

al., 1993; Breves et al., 2020),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픽션 영상

분야(Cohen, 2015; 김예지, 2021)뿐만 아니라 뉴스, 다큐멘터리 등의

논픽션 영상 분야(박덕춘, 2017; Herget and Albrecht, 2021)에서도

배경음악 조화도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상 배경음악 조화도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영상 배경음악 조화도가 중학생의

사례지역 학습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Zhu

and Meyers-Levy(2005)와 Herget(2021, 386)의 논의에 기반하면,

사례지역 학습에서 배경음악 조화도는 정서조화도(emotional

congruency)와 지역조화도(regional congruency)로 구분할 수 있다.

배경음악의 정서 조화도는 ‘교육영상의 학습내용으로 전달되는 정서와

배경음악으로 유발되는 정서가 유사한 정도’이다. 예를 들어, 사례지역

학습내용 주제가 ‘갈등’, ‘분쟁’ 등이어서 ‘긴장’, ‘두려움’ 등의 정서를

전달한다면, ‘긴장’,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배경음악이 정서조화도가

높고, ‘즐거움’, ‘아름다움’ 등을 유발하는 배경음악은 정서조화도가 낮은

것이다. 지역조화도는 ‘교육영상의 학습내용으로 설명되는 지역과

배경음악으로 연상되는 지역이 관련되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학습하는

사례지역이 ‘아프리카(Africa)’일 때, 아프리카를 연상하는 배경음악은

지역조화도가 높고, 다른 대륙을 연상하는 배경음악은 지역조화도가

낮은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는

사례지역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는

사례지역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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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학습효과,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 사례지역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정서조화도와 배경음악 지역조화도를 조명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처치도구와 측정도구를 개발한 후, 실험

연구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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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속 배경음악

1)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확산 배경

교육영상(instructional video)은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을

의미한다(Hoogerheide and van Got, 2016; De koning et al, 2018;

Mayer et al., 2020). 즉, 교육영상은 오락(entertainment)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라, 학습자가 특정한 개념이나 절차를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다(De koning et al, 2018, 395). Mayer et

al.(2020, 837)은 교육영상 유형을 강의(lecture), 시연(demonstration),

다큐멘터리(documentary), 쇼(show)로 구분하였다[표 1]. 이중 강의와

시연은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으로, 다큐멘터리와 쇼는 외부자 제작

교육영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외부자나

학습자가 아닌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해당 수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며, 온라인 강의(online lecture), 활용 안내 영상(how-to video),

짧은 지식 영상(short knowledge clips) 등을 포함한다(Hoogerheide and

van Got, 2016, 22). 또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MOOK, EBS 등

온라인 학습플랫폼에 업로드 된 공식적 교육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비메오(Vimeo) 등 대중 영상플랫폼에 업로드 된 비공식적 교육영상도

포함한다(De koning et al, 2018, 395). 최근 학교 수업 맥락에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활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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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사례 대표 맥락

강의

(lecture)

교수자가

강의를 제공함

교수자가 자연재해와

관련한 지리적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

무크

(MOOK)

시연

(demonstration)

교수자가

무언가를

시연함

교수자가 자연재해

시뮬레이션 사이트 활용

방법을 시연하는 영상

유튜브

(Youtube)

다큐멘터리

(documentary)

내레이터가

영상을 기술함

자연재해 피해 지역 주민

영상을 보며 내레이터가

이야기하는 영상

영상 아카이브

(Film archive)

쇼

(Show)

배우가 교육적

에피소드에

참여함

어린이 배우들이 자연재해

발생 원리에 관한 실험에

참여하는 영상

TV 프로그램

(TV show)

[표 1] 교육영상 유형

출처: Mayer et al.(2020, 837)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확산 배경은 다음 6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상 제작 관련 테크놀로지 발달과 영상 제작의 대중화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의 확대(Statista, 2021.6.2.), 컴퓨터 성능 및 저장용량의

증가, 카메라 및 마이크 성능의 발전,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의 간편화 등

영상 제작 관련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Van der Meij, 2017). 영상

제작의 대중화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영상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고(Cisco, 2020.3.9.), 1인 미디어 시대를 촉진하여 사회적·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변화를 불러왔다(서천석·김미현, 2019; 장석준,

2020, 전원근, 2020). 교수자들도 영상에 삽입될 화면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거나, PC화면 녹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화면을 수집하거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화면을 제작하며

많은 교육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둘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영상 기반 학습(video-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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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등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에 기반한 수업 모델의 등장이다.

특히 플립러닝은 KBS 다큐멘터리 파노라마의 <21세기 교육 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 ‘거꾸로 수업’이라는 수업

혁신 모델로 소개되며(KBS, 2014.3.20.), 교수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수많은 교수자가 ‘디딤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영상을 제작하였고

(채윤정 등, 2018, 371), 이는 국내의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플립러닝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일종으로,

교실수업에 참여하기 전 학습자는 핵심 학습내용에 관한 사전학습자료를

통해 개별 학습을 진행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동료 학습자와 함께

학습내용을 심화하는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등 협업

활동에 참여하는 수업모델이다(Bergmann and Sams, 2012). 플립러닝의

사전학습자료가 반드시 영상일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수자 제작

영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플립러닝 영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Seidel et al., 2014; Turro, 2016), 플립러닝 영상 제작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Raths, 2014; Kulgemeyer, 2020)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Turro(2016)는 영상 자료로 사전학습한 그룹이

비영상 자료로 사전학습한 그룹보다 더 높은 학습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Raths(2014)는 ‘영상 시청방법을 지도하라’, ‘짧고

상호작용적인 영상을 제작하라’ 등 플립러닝 교실을 위한 9가지 영상

전략을 조언하였다.

셋째, 학교 구성원이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로 변화한 점이다.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대는 사일런트 세대(1945년

이전),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X세대(1965년-1979년), Y세대

(1980년-1994년), Z세대(1995년-2009년),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로

구분할 수 있다(McCrindle, 2015; 박혜숙, 2016; 김주원, 2018, 11;

Olsson, 2020, 4). 교육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베이비부머세대(14.64%), X세대(42.40%), Y세대(40.47%), Z세대

(2.48%)로 구성되어 있다[표 2]. Y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소위

MZ세대로 불리며,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 나타난다(Creight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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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두원원, 202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디지털 이주민

(digital immigrants)에 대비되는 용어로, 디지털 세계가 발달한 환경에서

태어나 마치 원어민처럼 디지털 언어, 기기,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Prensky, 2001, 1; 홍민지 등, 2018, 127).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역량이 뛰어나며,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등 디지털 학습자료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의 원격연수보다는 다른 교사가 제작한 영상을 보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노지영, 2021, 127),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교육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다(노지영,

2021, 161).

24세 이하 25-39세 40-54세 55세 이상

초등학교 3.76% 43.29% 42.80% 10.14%

중학교 1.69% 38.07% 42.82% 17.43%

고등학교 1.32% 38.47% 41.48% 18.73%

전체 2.48% 40.48% 42.40% 14.64%

세대 구분 Z세대 Y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

[표 2] 대한민국 세대별 교원 비중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넷째, 교육영상 플랫폼으로서 유튜브(Youtube)의 성장이다. 유튜브

공식 보도자료(YouTube Official Blog)에 의하면, 유튜브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세계 최대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약

23억 명의 사용자가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의 영상을 시청하는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유튜브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튜브 교육영상의 성장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교육영상으로 제작하여 소통하는 채널이 빠르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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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유튜브에서도 교육 채널 시작하기(YouTube Creator Academy)

서비스를 통해 교육 채널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유튜브 교육영상은

강력한 학습 도구로 인정받고 있으며(Bani and Nordin, 2020, 45),

유튜브 교육영상을 활용한 수업 사례 및 학습효과를 보고하거나

(Kabooha, 2017; 김윤희, 2020), 유튜브 자체를 교육영상 플랫폼으로

탐색하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Ranga, 2017; 김탁훈·배소연, 2020;

Maynard, 2021). 최근에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관점에서 교사

유튜버(teacher youtuber)에 관한 질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최원준

등, 2021; 이승호 등, 2021).

한편, 10대 학생들에게 유튜브는 미디어 생활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비형식 학습 플랫폼(informal learning platform)이다(Pereira et al.,

2018). Pires et al.(2021)은 10대들의 유튜브 사용 실태와 인식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실제로 10대들은 유튜브를 도서관(library), 보관소

(archive), 검색 엔진(search engine), 비형식 학습 공간(informal learning

space), 튜토리얼 저장소(tutorial repository), 온라인공개강좌(MOOC)

등으로 비유하였고,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적

용도로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유튜브 교육영상을 소비하는

학습자와 이를 공급하는 교수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며(김탁훈·

배소연, 2020, 130),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원격수업의 본격화이다. 2020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전면 원격수업(distance learning)이

실시되었다(권점례, 2021)1). 원격수업은 전통적인 대면수업과 대비되는

용어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통신시스템을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의미한다(Simonson et al., 2014, 31;

교육부, 2018.10.5., 2). 콜드웨이(Coldeway)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수업

1) 2020년, 교육부의 휴교 명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1학기 개학을 4차례 연기하

였다(교육부, 2020.3.17.). 결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온

라인 개학이 시행되며, 초유의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2021년 2학기까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은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며 병행되고 있다

(교육부, 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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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표 3]과 같이 사분면으로 제시하였다(Simonson et al., 2014,

9-10). 이중 같은 장소-같은 시간 수업(SP-ST), 같은 장소-다른 시간

수업(SP-DT)은 대면 수업으로2), 다른 장소-같은 시간 수업(DP-ST),

다른 장소-다른 시간 수업(DP-DT)은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상훈 등, 2020). 또한 다른 장소-같은 시간 수업(DP-ST)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통신시스템과 통신소프트웨어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원격수업(synchronous distance learning)으로, 다른

장소-다른 시간 수업(DP-DT)은 학습자가 학습자료에 접근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asynchronous distance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서도

원격수업을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정의하며,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20.3.27., 5).

구분
같은 시간

(same time, ST)

다른 시간

(different place, DT)

같은 장소

(same place, SP)

전통적인 수업

(Traditional education)

교실에서 진행되는

개별화 수업

(individual learning)

다른 장소

(different place, DP)

실시간 원격수업

(synchronous

distance learning)

비실시간 원격수업

(asynchronous

distance learning)

[표 3] 시간과 장소에 따른 수업 유형

출처: Simonson et al.(2014, 9-10)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비실시간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Simonson et al., 2014, 10), 실시간 원격수업과 달리 학습내용

2) 같은 장소-같은 시간 수업(SP-ST)은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다. 같

은 장소-다른 시간 수업(SP-DT)은 교실에서 진행되지만, 학습자가 서로 다른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개별화된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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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별도의 학습자료가 필요하다. 계보경

등(2020)은 교원 51,021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격수업 자료 제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된 영상 자료(21.52%),

EBS 강좌(14.66%), e-학습터 제공 콘텐츠(9.07%) 등이 포함되었다[그림

1]. 즉, 많은 교수자는 비실시간 원격수업에 대응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교수자가 제작한 교육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교실에 보다 적합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내 말로, 내

방식대로” 설명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교수자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황미영, 2020, 227). 결국 코로나19는 테크놀로지에 큰 관심 없던

교수자에게도 교육영상 활용 및 제작을 강요하며(황미영, 2020, 225),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폭발적 확산을 가져왔다.

[그림 1] 원격수업 자료 제작 시 주 활용 콘텐츠

출처: 계보경 등(2020, 30)

여섯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디지털 전환의 후발주자이지만, 에듀테크(edu-tec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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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8년도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도 의료, 국방 등 다른 분야와 함께 디지털 전환 대상이

되었다(김신애 등, 2018, 176).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행은 결국

종료되더라도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지속될 것이고(이강주 등, 2021),

교사의 강의를 디지털화하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등에 기반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강화하며, 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교육부, 2021.4.20., 11), 이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침이다.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와 디지털로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이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며, 교육과정 재구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연구 필요성

교육영상에서 지각되는 청각정보는 언어적 청각정보인 음성언어와

비언어적 청각정보인 사운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운드 효과는

다시 현장음, 효과음, 배경음악(background music, BGM)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미경·이은지, 2018; 강효욱·홍병선, 2018). 음성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인간의 말소리로, 대사와 내레이션을 포함한다. 현장음은

영상과 함께 녹음된 소리이다. 효과음은 영상과 함께 녹음한 소리가

아니라 이후에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부가한 음향이다. 배경음악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부가한 음향 중 음악적 구조와 질서를 가진 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각정보의 분류는 모호할 수 있다. 비명은

효과음이면서 음성언어이고, 웅성거리는 시장의 청관은 음성언어이자

현장음이며, 컴퓨터로 생성한 멜로디 조각은 효과음이면서 배경음악이기

때문이다(구경은, 2006).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상의 청각정보 중 배경음악에 주목한다. 광고,

영화 등 다른 영상 콘텐츠 영역에서는 배경음악에 관한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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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연구 필요성은 교수자 관점, 학습자

관점, 컨텐츠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수자 관점에서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은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교육영상 속 시각 자료, 텍스트 자료,

교수자 설명 등은 일반적인 대면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하던 매체이나,

배경음악은 대면 수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매체이다. 그러므로

배경음악의 교육적 활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은 원격수업의 단점인 정서 표현을 보완할 수 있다. 인간의

정서표현은 얼굴표정, 손동작 등 신체언어(body language)가 55%, 억양,

강도, 리듬, 음색 등 목소리의 어조(tone of voice)가 38%, 말해진

언어(spoken word)가 7%를 차지한다(Mehrabian and Wiener, 1967;

Mehrabia and Ferris, 1967). 즉, 학생에게 학습내용과 관련한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신체언어, 다채로운 목소리의 어조 등

비언어적 정서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에서는

비언어적 정서표현이 제한적이다. 음악은 ‘보편적 정서 언어’이자(Cowen

et al., 2020), ‘감정 발생기(emotion generator)’로서(Ausín et al., 2021,

1), 학습내용 및 학습 맥락에 관한 교수자의 효과적인 정서 표현을 도울

수 있다.

둘째, 학습자 관점에서 교육영상 배경음악은 매력적인 매체이다.

음악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현대인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청소년의 삶에서 음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음악 콘텐츠 이용 빈도는 상당히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에 따르면, 15-19세의 1일 평균 음악 감상 시간은 주중에는

98.4분, 주말에는 111.8분으로 조사되었다. 15-19세는 20-24세(주중,

107.6분, 주말 109.3분)와 함께 음악 감상 시간에 가장 긴 연령대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음악 서비스 플랫폼인

스포티파이(spotify) 청취자 분석 데이터에 의하면, 10대들은 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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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롭고 다양한 음악을 찾아듣지만, 20대부터 음악에

관한 흥미가 떨어지고, 평균 33세부터는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Skynet and Ebert, 2015.4.22.). 이러한 음악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문화집단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서승미,

2005). 또한 Miranda(2013)는 청소년 발달과 음악에 관한 리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음악은 청소년의 정서 조절, 사회성 발달, 정체성 형성,

개성 형성, 미적 감각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하였다.

즉, 학습자인 청소년은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의도된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컨텐츠 관점에서 교육영상 배경음악은 메시지 전달을 강화할 수

있는 매체이다. 오늘날 배경음악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과 같은

픽션(fiction) 영역뿐만 아니라 뉴스, 다큐멘터리 등 논픽션(non-fiction)

미디어 컨텐츠에서도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박덕춘, 2017; Alencar and Kruikemeier, 2018). 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이유는 배경음악이 영상의 메세지 전달을 돕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영화음악 평론가인 한스 크리스찬

슈미트는 “음악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도 간과될 수 있으며, 음악이

있으면 진부한 것도 의미를 갖게 된다”(Schmidt, 1982, 강석희·김대웅

역, 1992, 306)고 말했다. 그래서 광고 제작자들은 사운드 브랜딩(Sound

branding)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 이미지 및 상품 이미지에 적합한

배경음악을 만들고 있고(김희연, 2020), 영화 제작자들은 막대한 예산을

영화 음악에 편성하고 있다(이안나, 2013, 53). 교육영상의 배경음악도

학습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교수자들은 학습효과를 증진하는

배경음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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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음악과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

1) 배경음악의 학습효과

광고, 음악, 경영, 뇌과학, 마케팅, 교육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경음악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학습상황에서도 개인적 직관 또는 형성된 학습 습관에 따라 음악을

즐겨듣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에, 전혀 듣지 않는 학습자가 공존한다.

그러나 배경음악이 실제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많은 연구들은 배경음악이 학습을 도와준다고

보고하였으나(De Groot, 2006; Angel et al., 2010; Cho, 2015), 다른 많은

연구들은 배경음악이 학습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Iwanaga and Ito,

2002;  Kasiri, 2015; Hallam and Godwin, 2015).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배경음악이 학습효과와 무관하다고 보고하였다(Jäncke and Sandmann,

2010; Küssner et al., 2016; Nguyen and Grahn, 2017). De La Mora

Velasco and Hirumi(2020)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출판한 논문 중

배경음악의 학습효과를 보고한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연구를 수행하였다. 배경음악의

학습효과에 관한 30개의 연구 중 11개의 연구는 긍정적인 효과를, 9개의

연구는 부정적인 효과를 10개의 연구는 효과 없음을 보고하였다. De La

Mora Velasco and Hirumi(2020)는 배경음악의 학습효과는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으며, 보다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경음악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배경음악은 부호화(encoding)를 촉진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llace(1994)는 멜로디 없이

말하여진 문장을 들었을 때보다 멜로디가 들어가 노래처럼 문장을

들었을 때 회상(recall)의 정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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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가 단순한 리듬 정보를 넘어 인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Wallace(1994)의 경우 멜로디가 텍스트와 묶여 더 깊은 수준으로

부호화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배경음악이 기억 대상을 회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되어 사건을 보다 풍성하게(enrich) 부호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errari et al.(2013)은 단어를 암기할 때 음악을

들은 집단이 음악을 듣지 않은 집단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기능적 근적외분광법(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fNIRS)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둘째, 배경음악은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발생시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hmann and Seufert, 2017). 점화

효과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새로운 자극 처리에 무의식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Meyer and Schvaneveld, 1971). 즉,

배경음악이 교육영상 속 학습내용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Rauscher et al.(1993)의

연구가 있다. Rauscher et al.(1993)은 10분 동안 모짜르트 음악을

청취한 집단이 음악을 듣지 않거나 다른 음악을 들은 집단보다

공간추론능력(spatial reasoning skill)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 모짜르트 음악을 듣는 것과 공간추론이 유사한 신경을 활성화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모짜르트 음악 청취가 공간추론능력을

점화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소위 모짜르트 효과(Mozart eff

ect)라 불리며, 클래식 음악의 대유행을 유발하였고, 관련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Waterhouse(2006)는 모짜르트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요약하였고, 모짜르트 음악이 공간추론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경험적

증거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배경음악은 적절한 각성 수준을 형성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성(arousal)은 자극에 관한 신체적 활성화 및

감정적 반응의 정도인데(Sloboda and Juslin, 2001, 74), 저각성 상태를

안정, 고각성 상태를 흥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음악은 학습자의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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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영향을 미친다(Pelletie, 2004; Lehmann and Seufert 2017). 예를

들어, 음악의 속도가 빠르면 각성 수준을 높이고, 음악의 속도가 느리면

각성 수준을 낮춘다(Husain et al., 2002). 적절한 각성 수준은 긍정적인

학습효과로 연결된다. 오래된 여키스-도슨 법칙(Yerkes and Dodson,

1908)에 의하면, 어려운 인지 과제의 경우, 각성 수준과 수행 정도가

역U자 형태(inverted U-shaped pattern)로 나타난다. 즉, 중간 수준의

각성일 때, 최적의 수행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갑원(2006)은

93명의 참여자들을 각성 수준을 높이는 자극성 배경음악 집단, 각성

수준을 낮추는 진정성 배경음악 집단, 무배경음악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수리력, 추리력, 언어 추리, 계산능력, 공간관계 능력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배경음악은 대체로 과제수행을 촉진하였는데,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진정성 음악이,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자극성 음악이 적절한

각성수준을 형성하여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여키스-도슨

법칙에 따르면, 쉬운 인지 과제의 경우, 중간 수준 각성과 높은 수준

각성의 수행 정도 차이가 크지 않다(Diamond et al., 2007). 즉, 쉬운

인지 과제 수행에는 높은 각성 수준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배경음악은 정서를 유발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뇌 용량의 한계로 모든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며,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한다. 심리학 및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정보가 있는 정서자극은 그렇지 않은

중립자극보다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Brown and

Kulik, 1977; Heuer and Reisberg, 1990; Kensinger and Corkin, 2003;

남예은·이윤형, 2017). 예를 들어, Kensinger and Corkin(2003)은 단어

목록을 제시하였을 때, 사람들은 정서가가 있는 단어(긍정적 단어,

부정적 단어)를 중립적 단어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 정서자극이 중립자극보다 더 높은 유창성(fluency), 친숙성

(familiarity), 변별성(distinctiveness)을 가지고 있어 기억의 인출과정에

유용한 단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서자극이

중립자극보다 잘 기억되는 이유를 주의 자원 할당모형(Att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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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allocation model)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주의 자원 할당모형에

따르면, 정서자극은 중립자극에 비해 인간의 주의를 선점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된다(Ellis and Ashbrook, 1988, 25-43). 또한 정서자극으로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장기기억과 관련된 해마의

장기강화(long term potentiation, LTP) 현상이 나타나 장기기억에

도움이 된다(조주연·이은정, 2012). 배경음악은 정서를 유발하는 가장

쉬운 도구 중 하나로, 중립자극인 교육영상을 정서자극으로 변경하여

학습자의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배경음악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는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배경음악은 인지부하(cognitive load)를

발생시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 CLT)은 인간의 인지적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정보 요소들이 제시되면 인지 자원의 한계 용량을 초과하여

정보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Baddeley, 1992;

김미경·이은지, 2018). 즉,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영상을 통해 많은 정보가

제시되면 외재적 인지부하(extraneous cognitive load)3)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Kotsopoulou and Hallam(2010)은 4개국 12-21세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학습 중 음악 청취에 관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텍스트 기억하기, 시험을 위해 복습하기 등 높은 집중이 필요한

학습시에는 음악을 듣는 빈도가 낮았고, 생각하기, 글쓰기 등 다소 낮은

집중이 필요한 학습시에는 음악 듣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학습자는

주로 긴장을 완화하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음악을 들었지만,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때 음악 청취를 중단하였다. 이는 많은 학습자들이

배경음악으로 인한 인지부하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3) 외재적 인지부하는 부적합한 교수 설계로 발생하는 인지 부하로, 학습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지 처리 과정에서 인지 용량이 낭비되며 발생한다(Mayer,

200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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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배경음악은 다른 청각정보, 언어정보와 같은 체계에서

다루어지며,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ddeley(2000)는

작업기억을 청각-언어정보를 처리하는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

시각-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시공간 스케치판(visuo-spatial sketchpad),

음운루프, 시공간 스케치판, 장기기억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일화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임시저장소인 일화적 완충장치(episodic

buffers), 작업기억의 구성요소들을 조율하는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로 구성된 정보처리체계로 보았다[그림 2]. 이중 음운루프는

청각-언어정보를 음운적 표상으로 부호화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음운 저장소(phonological store)와 내부 음성(inner voice)을 통해

음운적 표상을 되내이며 유지하는 조음 되뇌기 시스템(articulatory

rehearsal system)으로 구성된다(Baddeley, 2000, 419). 이러한

음운루프를 통해 청각-언어정보는 작업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용량은

제한적이다(이정모, 2003, 154). 즉, 학습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각-언어정보가 음운루프에서 표상화되고 되뇌어지는 과정에

청각정보인 배경음악도 음운루프로 들어오면서 정보처리과정을 간섭하고

방해한다는 것이다. 해당 근거는 배경음악이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을

차지한다는 맥락에서 앞에서 설명한 인지부하이론의 근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Baddeley의 작업기억 모형

출처: Martin(201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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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경음악은 정서를 유발하는데,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이

인지처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여 전반적인 인지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남예은·이윤형, 2017, 352). 예를 들어, 김상엽

등(2020)은 공포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주의 집중하고 있는 영역 외의

자극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인 시공간 주의배분능력(visuo-spatial

allocation ability)이 저하된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편향과 관련된 개념에는 기억 협소화(memory narrowing)가 있다.

기억 협소화는 정서자극을 접할 때, 중심자극에 관한 기억은 향상되지만,

정서가 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주변자극에 관한 기억은 퇴보하는

현상이다(Easterbrook, 1959). 예를 들어, 박선희·박태진(2010)은

참여자에게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정서를 가진 이미지 자극과 함께

단어를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정서자극 이미지를 중립자극 이미지보다

잘 기억하였지만, 정서자극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 단어는 중립자극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 단어보다 재인율이 저조하였다.

이처럼 배경음악의 학습효과는 서로 다른 근거에 기반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배경음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인들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실험실과 실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Hallam and MacDonald, 2016, 775-788). 제시되고 있는

세부변인에는 음악적 요인, 학습자 요인, 학습과제 요인 등이 있다.

음악적 요인은 가장 많이 탐구되고 있는 변인으로, 음악의 속도, 강도,

볼륨, 장르, 정서, 악기 유형, 가사 여부 등 배경음악 자체의 특징이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ompson et

al.,(2011)은 다소 빠른 속도의 음악(soft fast music)만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매우 빠른 속도, 다소 느린 속도, 매우 느린

속도의 음악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학습자

요인은 학습자의 나이, 성별, 정서, 음악 선호도, 음악적 전문성 등이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nders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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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2010)는 대중 가요 배경음악이 텍스트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일수록 텍스트 이해 수준이 더

낮아졌다고 발표하였다. 학습 과제 요인은 과제 난이도, 과제 유형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배경음악의 학습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onzalez and Aiello(2019)는 배경음악이 나열된 단어에서 ‘A'를

찾아내기와 같은 단순한 과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단어 연상

퀴즈 같은 복잡한 과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하였다.

2)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

(1)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앞에서 설명한 배경음악의 학습효과 또는 배경음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변인에 관한 연구는 영역 일반적(domain-generic)인

연구로서, 교과교육적 함의는 부족하다. Shulman(1986)은 내용지식

(content knowledge, CK)과 교수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이

융합한 지식체로, 특정 학습내용을 잘 가르치는 전략에 관한 전문지식인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제안하였다. PCK

개념을 배경음악의 학습효과 연구에 적용하면, 교과의 특정 학습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배경음악 디자인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인 연구로서 교과교육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Herget and Albrecht(2021, 3)는 미디어 컨텐츠의 배경음악 효과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배경음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의

두 가지 경향을 추출하였다. 하나는 단순한 자극-반응 모델에서 벗어나

음악적 요소(속도, 멜로디 라인 등)를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컨텐츠와 배경음악 간의 조화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습내용과 배경음악을 연결하는 개념인

배경음악 조화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배경음악 조화도(background music congruency)는 미디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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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background music)과 미디어 맥락(media context) 간의

조화도를 의미한다(Herget and Albrecht, 2021, 3). 즉, 배경음악

조화도는 배경음악과 전달 내용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뜻한다.

배경음악을 포함한 음악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법, 구성단위,

표현양식을 가지고 특정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데(Kirby, 2019),

배경음악이 전달하는 아이디어와 미디어 내용이 전달하는 아이디어가

유사할 경우 배경음악 조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배경음악 조화도의

효과는 광고, 소비자 행동 등 마케팅 분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픽션 영상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뉴스, 다큐멘터리 등

논픽션 영상 분야에서도 배경음악 조화도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 픽션 영상 분야, 논픽션 영상 분야에서

진행된 배경음악 조화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분야에서의 배경음악 조화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배경음악 조화도와 관련된 용어로 음악-메세지

조화도(music-message congruency), 음악적 적합도(musical fit), 시청각

조화도(audiovisual congruency)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음악-메세지

조화도는 배경음악이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미와 광고 카피(ad copy)가

전달하는 언어적 의미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뜻한다(Kellaris et al.,

1993). 음악적 적합도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배경음악과 광고 메시지

간의 관련성 및 적절성 정도를 뜻한다(MacInnis and Park, 1991, 162).

시청각 조화도는 배경음악이 상기하는 의미(생각, 감정, 이미지 등)와

광고의 시각적 측면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의미한다(Lalwani et al.,

2009, 142). 의미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에서 정의한 배경음악

조화도 개념과 모두 연결된다.

마케팅 영역에서는 배경음악 조화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기억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Kellaris

et al.(1993)은 광고의 음악-메시지 조화도가 높다고 인식한 집단이 광고

메시지에 관한 회상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고한준·전혜경(200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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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메시지 조화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광고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Herget et al.(2018)은 4가지 수준의 음악적

적합도를 가진 배경음악을 선정하여 실험하였는데, 음악적 적합도가

높은 배경음악일수록 소비자의 기억, 구매 의도, 광고 및 상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마케팅 영역에서는 배경음악 조화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실제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Guéguen and Jacob(2010)은 꽃 가게와

조화도가 높은 로맨틱 음악(love song and romantic music)이 꽃

가게의 배경음악인 경우, 팝 음악(pop music)이나 무음(no music)일

때보다 소비자들이 꽃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과 지불한 금액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Guéguen and Jacob(2012)은 젬베

연주곡을 들으며 웹사이트에서 숙박시설을 선택한 집단은 투박한 형태의

집합 숙박시설을 많이 선택한 반면, 재즈 음악을 들은 집단은 호텔식의

개별 숙박시설을 많이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픽션 영상 분야에서의 배경음악 조화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특히 영화 영역에서는 배경음악 조화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배경음악 조화도를 정서(affective analogies),

연상(associative analogies), 구조(structural analogies)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Cohen, 2005, 15-33; Herget and Albrecht, 2021: 3). 정서

차원은 화면에서 전달하는 정서와 배경음악의 정서 간의 조화도이다.

연상 차원은 화면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배경음악이 연상하는 내용 간의

조화도이다. 구조 차원은 시간적·공간적 수준의 조화도로, 화면에서

전달하는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배경음악의 구조에 반영된 시간적·

공간적 배경 간의 조화도이다.

픽션 영상 분야에서는 영상 화면과 배경음악 간의 조화도가 높으면,

시청자는 영상에 보다 몰입하고, 보다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재신, 2016, 89-92). 예를 들어, 영화 <추격자>(2008)에서

전직 형사가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는 장면에 삽입된 긴장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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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은 영화에 관한 몰입도를 높였고(김예지, 2021, 11),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에 삽임된 배경음악 <걱정말아요 그대>(2004)는

어른들의 슬픔이나 어른스러운 아이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감동의 농도를 높였다(양지현, 2018, 102). 또한

배경음악 조화도는 픽션 영상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예지(2021)는 폭력 영화인 <악당 출현>(2017)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시청자들은 영상 화면의 정서와 배경음악의

정서가 불일치할 때 영화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가해자

시점의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은 영상 화면의 정서와 배경음악의 정서가

일치할 때 영화를 흥미롭다고 평가하였다. 배경음악 조화도는 픽션

영상에 관한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oltz(2004)는 정서적

측면에서 배경음악 조화도가 높은 영화 클립을 본 집단이 배경음악

조화도가 낮은 영화 클립을 본 집단보다 시각적 기억과 청각적 기억

모두 높다고 보고하였다. 정진아(2019)는 액션영화인 <For Your Eyes

Only>(1981)의 긴장감 있는 인트로 장면에 빠른템포 배경음악을 삽입한

영상과 느린템포 배경음악을 삽입한 영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시청자들은 빠른템포의 배경음악이 들어간 영상이 보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긴장감 있는 장면과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의 높은 조화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논픽션 영상 분야의 배경음악 조화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논픽션 영상 분야는 전달하는 사실의 신뢰도(credibility)가 중요하다.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사실에 채색을 하는 효과(coloring reality)를

발생시켜(Have, 2010, 51), 영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높아진

신뢰도는 시청자의 기억과 흥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Herget and Albrecht(2021)의 첫 번째 실험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보호 석관 재건설’ 관련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조화도가 높은 음악

조건, 조화도가 낮은 음악 조건, 무음악 조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억, 신뢰도, 평가 모두 조화도가 높은 음악 조건, 무음악 조건,

조화도가 낮은 음악 조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덕춘(201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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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이 있는 다큐멘터리와 배경음악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다큐멘터리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배경음악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의 몰입도, 흥미도, 작품에 관한 가치 평가

점수가 높았다.

또한 논픽션 영상은 설득력이 중요하다.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 삽입된

배경음악은 영상의 설득력에 영향을 미쳐 시청자의 판단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창숙·임소혜(2015)는 ‘얼굴 인식

기술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 양가적 뉴스를 대상으로

배경음악이 시청자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 그룹은

긍정적 내용에 긍정적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부정적 내용에는

배경음악이 없는 영상을 보았다. 다른 그룹은 부정적 내용에 부정적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긍정적 내용에는 배경음악이 없는 영상을 보았다.

연구 결과, 긍정적 배경음악이 삽입된 뉴스 영상을 본 그룹은 얼굴 인식

기술에 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되었고, 부정적 배경음악이 삽입된 뉴스

영상을 본 그룹은 얼굴 인식 기술에 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었다.

Herget and Albrecht(2021)는 두 번째 실험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경고하는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조화도가 높은 음악(긴장감

있는 영화 음악) 조건, 조화도가 낮은 음악(귀여운 느낌의 팝 음악)

조건, 무음악 조건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조화도가 높은 음악이

조화도가 낮은 음악보다 시청자의 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에 관한 근거

교육영상의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처리 유창성(processing fluency) 유형 중 하나인 개념적

유창성을 촉진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eves et al.,

2020). 처리 유창성은 메타인지 단서 중 하나로 제시된 정보 및 자극을

인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용이성을 의미한다(Al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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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enheimer, 2009). 이중 개념적 유창성은 대상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대상의 의미에 대한 인지 처리과정의 용이성이다(Lee and Labroo,

2004). 대상과 맥락 간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인지 처리과정의 용이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는 장면은 저녁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함께 시리얼을 먹는 장면보다 ‘시리얼’이라는

대상의 인지 용이성을 높인다(박지혜·김영성, 2014, 29). 마찬가지로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보트가 뒤집혔다”의 보트는 “돈을 저축하여

보트를 구입했다”의 보트보다 개념적 유창성이 높다(Whittlesea, 1993,

1240). 왜냐하면 ‘보트’는 ‘돈’보다 ‘바다’와 연계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배경음악과 학습내용간의 높은 연계성을

의미하므로 개념적 유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높은 개념적 유창성은

대상에 관한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념적 유창성이 높은

정보는 기억의 표상 구조에서 노드들 간의 강화된 연결을 이용하여 보다

수월하게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운혁, 2012, 23). 개념적 유창성은

기억뿐만 아니라 흥미와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맥주 광고에서 연계성이 높은 술집 시나리오의 활용하였을 때 연계성이

낮은 슈퍼마켓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을 때보다 맥주 브랜드에 관한

평가가 높았다(Lee and Labroo, 2004). 또한 함완식 등(2014)은 PPL(pro

duct placement) 광고 상품에 관한 응시시간을 아이트래커로

분석하였는데, 뺨을 맞은 후 달궈진 볼을 달래는데 사용한 비타민 음료

(낮은 개념적 유창성)보다 따뜻한 말에 수줍은 볼을 달래는데 사용한

비타민 음료(높은 개념적 유창성)에 대한 응시시간이 길었다. 그러므로

교육영상의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학습자의 기억, 흥미, 태도 등의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기반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키마(schema)는 개별 인간이

과거 경험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형성한 지식체계이다(Bartlett, 1932,

201).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때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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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전 지식체계인 스키마를 활용한다(박상익, 2013, 125). 스키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과 가설이 제시되어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스키마의 기본 기능 중 하나는 스키마가 상호작용적

프레임워크(interpretative framework)를 제공한다는 것이다(Boltz, 2001,

430). 즉, 입력된 정보가 관련 스키마를 활성화하면, 활성화된 스키마가

관련 정보에 다시 선택적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두리번거리며 거실을 거니는 영상에서 두 사람을 강도라고

소개한다면, 강도와 관련한 스키마가 활성화되고, 반지, 신용카드 등

강도와 관련한 영상 정보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Zadny and

Gerard, 1974). 같은 맥락에서 송정선(2000)은 행복 음악집단과 슬픈

음악집단을 구분한 후, 단어 회상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한

음악을 청취한 집단은 행복한 정서를 유발하는 단어를 많이 회상하였고,

슬픈 음악을 청취한 집단은 슬픈 정서를 유발하는 단어를 많이

회상하였다. 즉, 특정 학습주제와 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은 학습자의

관련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스키마는 다시 학습주제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조화-연상 모델(congruence-association

model with working narrative, CAM-WN)에 기반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hen(2013, 19)이 제안한 조화-연상 모델은

영화의 인지적 해석 과정을 설명한다. CAM-WN에 따르면, 영화를 보는

시청자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정보를

이용한다. 하나는 영화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시청각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시청자 개인의 경험으로 형성된 장기기억 정보이다. 대사

(speech), 시각 장면(visual scene), 음악(music), 사운드 효과(sound

effects), 움직임 정보(kinesthetic information) 등 영화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시청각정보는 구조(structure)적 분석과 의미(meaning)적 분석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 입력된다. 구조적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시청각정보는 서로 교차하는데, 다른 정보와 구조적 조화도가 높은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에 비해 우선적 주의(primary attention)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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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Cieślak, 2019, 114). 예를 들어, 음악과 어울리는 인물, 대사, 장면에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김예지, 2021, 13). 또한 의미

분석과정에서도 다양한 시청각정보는 서로 교차하는데, 다른 정보를

연상하게 하는 정보는 효율적 인지처리 과정을 가지므로 우선적 주의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죠스>(1975)의 테마곡은 영화에서

상어와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상어가 없더라도 테마곡만으로 상어를

연상할 수 있다(Cohen, 2015, 10). 이처럼 구조적·의미적으로 조화도가

높은 정보는 우선적 주의를 받으며, 학습자의 기억, 흥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학습내용의 생생함(vividness)을 높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생한 정보는 감정적으로

흥미롭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자극하고, 감각적·시간적·공간적으로

가까운 정보이다(Nisbett and Ross, 1980, 45). 즉, 감각을

풍성하게(richness) 재현하는 매개물을 생생하다고 할 수 있다(Steure,

1992, 80). 예를 들어, 관련된 이미지가 삽입된 정보는 관련된 이미지가

없는 정보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정보는 추상적인 통계

정보보다 생생하다(Taylor and Thompson et al., 1982, 156). 또한

조화로운 청각정보를 얻을 수 없는 세계는 생생함이 부족한

세계이다(구경은, 2006). 생생함은 기억, 흥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Krishna et al.(2010)는 연필 종이 광고를

제시하며, 한 집단에게는 향기가 나는 연필 샘플 주었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향기가 없는 연필 샘플을 주었다. 연구 결과, 향기가 나는

연필을 받은 집단이 처치 직후 기억 검사와 2주 후 기억 검사 모두에서

브랜드 이름과 상품의 특징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또한 김주현

등(2017)은 담뱃갑 경고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흡연자의 공포 정서는

증가하였고, 금연 지지주장과 금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노재은 등(2016)은 온라인에서 접한 관광정보가 생생하다고

인식할수록 구전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생생함은

범위(breadth)와 깊이(depth)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Steure, 199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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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감각 단서 및 감각 채널의 수를 의미하고, 깊이는 재현의

폭(bandwidth)과 질(quality)을 의미한다. 높은 조화도의 배경음악은

감각 단서 및 감각 채널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재현의 폭과

질을 증가시키며 생생함 효과를 유발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는 학습내용의 실재감(presence)을 높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재감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감각(the sense of being there)”을 의미한다(Witmer and Singer, 1998,

227; 하승우, 2020, 20). 구경은(2006)은 “눈으로 보는 음악, 귀로 듣는

영상” 개념을 설명하며, 어린 시절 경험을 사례로,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이 연결되어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도 어린 시절 장난감을 갖고 놀기 좋아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기로

돌아가보자. 대부분 인형이나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놀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역할 놀이를 하기도 했다. 장난감은 항상 우리 손에 의해

움직여졌고 그들이 내는 소리는 우리 입으로 대신 만들어졌다. 때로는

말소리나 엔진소리뿐 아니라 그들이 직접 내는 것으로 설정된 소리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그 움직임과 함께 수반되는 소리를 입에서 만들어내 멋지게

표현하지 않았던가! 인형이 ‘타박타박’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모습, 자동차가

‘씨잉’ 달리다가 갑자기 ‘끼익’하고 서는 모습 등...... 우리가 만들어낸 시각적

움직임에는 그에 수반되는 소리, 음향효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놀이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구경은, 2006, 24).

이러한 청각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의 긴밀한 연결은 실재감을 높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실재감의 높은 학습효과를 보고한다(박지혜·이영선,

2018; 두민영 등, 2017). 교육영상이 주로 활용되는 온라인 학습은 대면

교실에 비해 실재감이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매체에 따른

실재감의 인식 정도는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민 등(2020)은 온라인 학습에서 실재감의 효과에 관해 보고한 국내

50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효과

크기가 .56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높은 조화도의 배경음악은 시각적 학습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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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실재감을 높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조화도의 배경음악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일부 있다.

영화에서는 시각으로 전달하는 정서와 청각으로 전달하는 정서를

의도적으로 불일치시켜 냉소적 메세지를 만들거나 영화와 관객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희은, 2003). 이러한

영화적 기술을 Bordwell and Thompson(2008, 302)은 '역설적

대비(ironic contrasting)'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에서는 치아를 뽑는 잔인한 장면에 서정적인 클래식

음악(vivaldi의 사계 중 ‘겨울 1악장’)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였고,

<대부>(1972), <저수지의 개들>(1992), <킹스맨>(2014) 등에서도

참혹한 살인 장면에 아름답거나 즐거운 배경음악을 삽입하였다

(Willemsen and Kiss, 2013). Boltz(2004)는 경험적 수준에서 이러한

역설적 대비가 있는 장면이 더욱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에 관한 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

양을 높여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fferies et al., 2008;

Greene et al., 2010). 예를 들어, 김소연·한광희(2014)는 영상이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 긍정적 배경음악(낮은 조화도)이 부정적

배경음악(높은 조화도)이 삽입되었을 때(높은 조화도)보다 영상에 관한

재인 기억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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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지역 교육영상과 배경음악 조화도

1) 사례지역 교육영상

지리교육에서 교육내용 조직 방법은 크게 지역적 방법과 계통적

방법으로 구분된다(조성욱, 2018, 542). 지역적 방법에서 지역은 지리적

개념·주제·쟁점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된다. 반면, 계통적 방법에서

지역은 지역의 특정 부분을 조명하여 지리적 개념·주제·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된다.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 지역적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5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는 지역적 방법과 계통적 방법이 혼합되어 구성되었고,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로는 계통적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박선미, 2017; 조성욱, 2018).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 영역에서 지역은 ‘사례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 지역 학습 모델의 두 유형

출처: Talyor(2004, 156-157), 조철기(2014, 111)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사례지역(case region)은 지리적 개념·주제·쟁점을 이해하거나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해당 지리적 개념·주제·쟁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다(Lidstone, 1995; 조철기, 2014, 110). 사례지역과

관련하여 Talyor(2004, 조철기 등 역, 2012)는 지리수업에서 모든 지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선택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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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림 3]과 같이 주제를 선정한 후, 주제를 대표하는 지역기반

사례학습을 진행하는 모델(A 모델)과 지역을 선정한 후, 지역과 관련된

주제기반 사례학습을 진행하는 모델(B 모델)을 제시하였다(조철기, 2014,

110-11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 영역은 A 모델에

해당한다.

중단원 지리적 개념·주제·쟁점 사례지역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

농업의 세계화, 자급적 농업, 상

업적 농업, 농업 생산 지역 변

화, 농업의 기업화, 곡물 메이저,

농업 생산의 다각화, 플랜테이

션, 원예 작물, 기호 작물, 상품

작물, 식량 작물, 농업 소비 지

역 변화, 식생활 변화, 외국 농

산물, 육류 소비, 곡물 자급률,

녹색 혁명, 애그플레이션

인도네시아(팜유 생산 공장), 미국

(기업적 목축), 연해주(기업적 농업

생산 기지), 캐나다(기업적 밀 재

배), 캔자스주 콘벨트(옥수수 재배),

베트남(커피 농업), 우리나라(곡물

자급률), 인도(녹색 혁명), 스리랑카

(플랜테이션), 에티오피아(곡물 메

이저 진출), 하와이(파인애플 농업)

다국적

기업과

생산

공간

변화

경제 활동의 세계화, 다국적 기

업,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

장벽, 공간적 분업, 본사, 연구

소, 생산 공장, 경제 블록, 노동

집약적 산업, 산업 공동화, 탈공

업화

베트남(생산공장), 멕시코(생산공

장), 독일(연구소), 방글라데시(의류

산업 생산공장), 디트로이트(자동차

산업과 산업 공동화), 부산(신발 산

업과 산업공동화), 중국 광둥성(생

산공장 이전), 폴란드(IT 산업)

세계화에

따른

서비스업

의 변화

서비스업의 세계화, 소비자 서비

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유통의

세계화, 전자 상거래, 물류산업,

관광의 세계화, 의료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공정 여행, 교육의

세계화

필리핀(콜센터), 뉴질랜드 호비튼

(영화촬영지), 영국의 안위크(영화

촬영지), 아이슬란드의 스비나펠스

요쿨(영화촬영지), 네팔(관광의 세

계화), 중국(전자상거래)

[표 4] <사회 2> 9단원의 학습내용과 사례지역

계통적 방법의 교육과정에서는 지리적 개념·주제·쟁점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관련한 사례지역은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교육과정을 학습자료로 상세히 변환한 교과서에는 많은 사례지역이

등장한다. 중학교 <사회 2> 9단원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에

관한 교과서 4종(구정화 등, 2018b; 김영순 등, 2018b; 모경환 등, 2018b;

최성길 등, 2018b)의 내용을 지리적 개념·주제·쟁점과 사례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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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예를 들어, 산업 공동화라는 지리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미국 디트로이트나,

우리나라 부산을 사례지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지역 학습에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5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짧은 분량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교육영상으로 제작하기

적합하다. 사례지역 학습내용은 해당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나

종합적 관점을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맥락이나 관점에서 지역을 조명하기

때문에 학습내용의 양이 많지 않다. 짧은 사례지역 학습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짧은 단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지리 학습이 될 수

있다(Jomah et al., 2016). 즉, 사례지역 교육영상을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지식 너겟(knowledge nuggets)’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Wilkesmann and Wilkesmann, 2011, 107). 특히 점차 증가중인

모바일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피로감과 지루함을 줄일 수 있는

짧은 분량의 교육영상이 필요하다(이진형, 2020).

둘째,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역을 보다 생생하게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지역

학습은 한정된 분량과 맥락 때문에 지역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제시하기 어렵다. 영상은 많은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매체이다(최유미, 2018, 35). 학습자는 사례지역

교육영상을 통해 지역의 경관(landscape) 또는 청관(soundscape)을

생생하게 ‘간접 경험’하며, 지역에 관한 장소감(sense of place)을 형성할

수 있다(Durbin, 2000). 사적지리(personal geography)의 공간에는 ‘직접

경험’한 지역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상상한 지역도 포함되므로

(Fien, 1979; 류재명, 2002),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학생들의 사적지리

공간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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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여러 연구는 주제적·설명적 텍스트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일화적·서사적 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조철기, 2013; 최재영,

2013). 또한 홍서영(2014)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을 제시하며,

지역 학습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객관성 지향, 교과서 지면의 한계

등을 이유로 일화적·서사적 텍스트가 검정 교과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영상의 특성상

스토리로 구성하기 적합하며, 구체적인 지역 주민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 텍스트로, ‘딱딱한’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다양한 지역 이슈와 관련한 최신 내용을

반영하기 적합하다. 지역 학습내용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유튜브 등의 영상플랫폼에는 매일 세계 곳곳에서

촬영하거나 제작한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업로드된다. 그중에는 지역

이슈와 관련한 내용도 상당하다. 이는 교과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학습의 최신성 유지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수자는 현재 최신

지역 이슈 영상에 필요한 시각자료와 청각자료를 삽입하여 효과적인

사례지역 교육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Durbin, 2000).

다섯째, 사례지역 교육영상은 학생들에게 지역 학습에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교실 밖 외부자가 제작한 뉴스,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영상들은 샷, 앵글, 구도, 음향, 자막 등의 영상

언어와 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칙인 영상문법(김레오·

허윤정, 2019)에 숙련된 영상 제작자들이 주로 만든다. 즉, 대중을

대상으로 외부자가 제작한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작하였기 때문에 몰입감이 높다. 교수자가 몰입감이 높은

지역 영상을 배경으로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더해 교육적 관점에서

사례지역을 설명한다면, 학습자의 주의집중과 적절한 정서 유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강운선, 1997; 국민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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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는 배경음악이 전달하는 의미와 교육영상

내용이 전달하는 의미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Zhu and

Meyers-Levy(2005)는 음악이 전달하는 의미를 내재된 의미(embodied

meaning)와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으로 구분하였다. 내재된

의미는 음악 소리 자극 그 자체에 의해 상기되는 순수한 정서를

의미하고, 지시적 의미는 음악적 맥락(악기, 음악가, 음악의 기원지

등)이나 외부 세계와의 개념적 네트워크에 의해 연상되는 사상(thing,

事象)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Herget(2021, 386)은 음악이 전달하는

정보를 정서(emotions)와 연상(associations)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배경음악은 정서를 유발하거나 특정 사상을 연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배경음악 조화도는 ‘정서조화도’와 ‘사상조화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조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이 전달하는 정서와

교육영상의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경음악은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 중 하나이며(박세훈·

정혜지, 2018),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 없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정서를 전달할 수 있다(Fritz et al., 2009). 예를 들어, Cowen et

al.(2020)은 미국인 1,591명, 중국인 1,258명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 뒤 그에 대한 정서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미국인과 중국인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음악이 유발하는

정서는 13가지로 구분되었다. 즐거움(Amusing), 짜증(Anoying),

불안(Anxious, tense), 아름다움(Beautiful), 평온(Calm, relaxing, serene),

몽환(Dreamy), 활력(Energizing, pump-up), 관능(Erotic, desirous),

반항(Indignant, defiant), 기쁨(Joyful, cheerful), 슬픔(sad, depressing),

두려움(Scary, fearful), 승리(Triumphant, heroic)로 구분되었으며, 해당

정서에 해당하는 사례 음악들은 디지털 인터렉티브 지도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혜영(2015)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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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들려준 뒤 두 집단 간의 음악 정서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악은 음악에 관한 학습 없이도 인간에게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즉, 특정 음악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음악은

그 내재적 특징으로 정서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Vieillard et al.,

2008). 이는 음악에 관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은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Field, 1999). 또한 Nawrot(2003)은

미취학 어린이와 성인에게 음악과 얼굴 표정을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미취학 어린이의 수행은 성인에 비해 변동성이 컸지만,

대체로 성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음악의 이러한 특징은 미성숙한

학습자에게도 음악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교육영상의 학습내용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서를 전달하지 않는 중립

자극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학습내용은 특정한 정서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정준면(2001)은 ‘살수대첩’, ‘삼국의 문화전파’, ‘세도정치하의

정치기강의 문란’, ‘동학농민운동’ 등 4가지 주제의 교과서 서술내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정서 반응을 Plutchick(1980, 156-157)의 기본 정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서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정서를

유발하는데 적절치 않으나, 텍스트의 서술 형식이 서사적 구조이거나,

텍스트에서 사용한 단어가 일정한 정서가를 가질 경우, 관련된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지역 학습내용도 특정한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지역

자체는 중립 자극이지만, 사례지역에 담겨 전달되는 지리적

개념·주제·쟁점 중 일부는 특정한 정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5

중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1>, <사회 2>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정서를 전달하는 사례지역 학습은 [표 5]와 같고, 부정적 정서를

4) Music interactive map, https://www.ocf.berkeley.edu/~acowen/mus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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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사례지역 학습은 [표 6]과 같다5)(모경환 등, 2018a, 2018b;

최성길 등, 2018a; 2018b). ‘생태 도시’, ‘공정 무역’, ‘문화 공존’, ‘도시

문제 해결’, ‘자원의 축복’, ‘지역 축제’, ‘세계 도시’ 등 교육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학습내용을 담고 있거나, ‘현명한’, ‘아름다운’, ‘질이

높은’, ‘가치가 높은’, ‘발달한’, ‘유명한’, ‘성장하는’, ‘풍부한’, ‘조화로운’,

‘인정받는’, ‘매력적인’ 등의 긍정적 형용사로 묘사되는 사례지역은

긍정적인 정서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역 갈등’, ‘문화 갈등’,

‘자원 갈등’, ‘자원의 저주’, ‘도시 문제’, ‘자연재해 피해’,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등 교육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학습내용을 담고 있거나, ‘심각한’, ‘소멸하는’, ‘붕괴되는’, ‘부족한’,

‘혼잡한’, ‘쇠퇴하는’, ‘갈등하는’, ‘불량한’, ‘피해를 입은’ 등 부정적

형용사로 묘사되는 사례지역은 부정적인 정서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사례지역 학습내용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역사 마을, 다양한 언어가 공존 중인 스위스, 다양

한 문화가 공존 중인 싱가포르, 현명한 자원 관리로 성장하는 노르웨이, 출산 지

원 정책이 성공한 프랑스, 매력적인 역사 관광도시 로마,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

세계의 중심지 뉴욕,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순천시,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한 쿠

리치바, 영화 촬영지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뉴질랜드 호비튼, 자전거 타기가 생활

화된 프랑스 파리, 국제 영화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산, 세계 소리

축제가 열리는 전주,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한 보츠와나, 대규모 무역

항이 위치한 싱가포르, 석유 자원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두바이, 갯벌이

복원된 바덴해, 아름다운 다도해 해상 국립 공원,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설악산

국립공원, 와인생산지로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일대, 벼농사가 발달한 베트남, 커

피 산업이 발달한 하와이, 옛 물길을 복원한 독일 라인강, 자원이 풍부한 오스트

레일리아,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 중인 보츠와나, 풍력발전이 발달한 덴마크, 아시

아 최대 금융 중심지인 일본 도쿄, 남아메리카 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동양

과 서양이 조화로운 도시 이스탄불,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옐로나이프,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한 노력 중인 미국 채터누가, 영역적·경제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독도,

광명 동굴을 테마파크로 개장한 경기도 광명시, 머드 축제가 유명한 충남 보령

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중인 에티오피아, 제조업 발전에 힘쓰는 앙골라, 빈

곤 퇴치 운동을 실행중인 라파스, 공정 무역 생산지인 타이의 로이에 마을

[표 5] 긍정적 정서를 전달하는 사례지역 학습내용

5) 교과서에서 제시한 사례지역 학습의 제목을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하여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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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를 전달하는 사례지역 학습내용

사막화가 심각한 사헬지대, 전통문화가 소멸하는 라다크, 언어 갈등이 나타나는

벨기에, 문화 갈등이 심각한 스리랑카, 홍수로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주, 도시홍수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물 자원 부족

한 서남아시아, 물 자원 갈등이 나타나는 나일강 유역, 영해 갈등이 나타나는 남

중국해,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 난민이 발생

하는 남수단,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진행중인 우리나라, 지방이 소멸중인

우리나라, 양극화된 주거분화가 나타나는 리우데자네이루, 교통이 혼잡한 방콕,

빙하가 축소중인 그린란드, 해수면이 상승하는 몰디브, 국토가 침수중인 투발루,

야생동물 개체수가 감소하는 수마트라, 분쟁이 심각한 카슈미르, 중국과 일본 간

의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산호초가 파괴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

아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영토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문화 갈

등 중인 카탈루냐, 언어 갈등이 나타나는 퀘벡, 분쟁이 심각한 이스라엘과 팔레

스카인, 석유 자원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나이지리아, 콜탄 채굴로 비극을 맞

은 콩고민주공화국, 인구밀도가 낮은 전라남도 강진, 불량 주거 지역이 위치한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 슬럼이 형성된 미국 뉴욕 할렘, 영구 동토층이 녹아 주택

이 붕괴되는 미국 알래스카,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심각해진 오스트레일리아 남동

부 지역,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서해,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는 디트

로이트, 신발 산업이 해외로 이전한 부산

[표 6] 부정적 정서를 전달하는 사례지역 학습내용

또한 중립적인 사례지역 학습내용도 관점이나 서술 방향에 따라

특정한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논쟁적인 학습내용은

구성방식, 제시방식 등에 의해 상반된 정서를 전달할 수 있다. 2015

중학교 교육과정 <사회 1>, <사회 2> 교과서 지리 영역에서 제시한

사례지역 학습내용 중 논쟁적인 학습내용을 일부 정리하면 [표 7]과

같다6)(모경환 등, 2018a, 2018b; 최성길 등, 2018a; 2018b). 이러한

사례지역 학습내용들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기반해 긍정적 정서를

전달할 수도 있고, 부정적 정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

6)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사례지역 학습 제목을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하여 입

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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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사례지역 학습내용

툰드라 지역의 석유자원 개발, 에베레스트산의 관광 산업, 몰디브의 리조트 개발,

프랑스 랑스의 조력발전소, 미국의 기업적 목축, 베트남의 커피농업, 멕시코의 다

국적 자동차 생산 공장, 필리핀의 콜센터, 방글라데시의 폐선박 해체, 케냐의 화

훼 농장, 미국 남부의 재즈,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 인도네시아의 유황 채굴

산업, 경기도 성남의 인구 증가, 프랑스 파리의 해외 이주민 유입 증가, 인도네시

아의 팜유 생산,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논쟁, 우리나라의 유전자 재

조합 농산물 수입 증가

[표 7] 논쟁적 사례지역 학습내용

앞의 논의를 통해 사례지역 교육영상의 학습내용도 배경음악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례지역

학습에서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는 검증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와 유사도가 높은 정서를

전달하는 배경음악을 ‘높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high emotional

congruency background music)’,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와

유사도가 낮은 정서를 전달하는 배경음악을 ‘낮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low emotional congruency background music)’이라고

명명한다. 높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은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높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은 학습내용이 유발하는 정서를

강화하는 도구이다. 학습내용에 의한 정서 유발을 강화하는 것은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례지역 학습내용에

관해 적절한 정서가 유발되어 학습한 경우는 정서가 유발되지 않은 채

사실만 학습한 경우보다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민정(2014)은 이성을 강조한 텍스트보다 정서를 강화한 텍스트가

학습자들의 환경책임행동에 보다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래서 지리교육에서도 학습내용에 적절한 정서를 끌어내고, 유발하고,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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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지금까지 학교 지리가 인지적 접근에 치중하여 정서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며(Ontong and Le Grange, 2016), 학습 지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miley, 2009; 한예지, 2021). 최근 지리교육

에서는 장소, 지역, 지역주민, 지리적 현상 등 지리학습 대상에 관한

학습자의 정서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교육의 ‘정서적 전환(emotional turn)’도 언급되고 있다(Davidson et

al., 2012, Pierce and Widen, 2017). 이러한 지리교육의 정서 관련

연구는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정서를 끌어내는 연구이다. 즉, 인간주의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지리학습 대상에 관한 학습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박명화·남상준(2017)은 지금까지 장소학습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며,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상지도(mental map)와 심층면담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장소에 관해 어떠한 정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장소에 관해 초등학생들은 일상경험에 기반해 편안함, 즐거움,

긴장감, 무료함 정서를, 타인과의 관계에 기반해 외로움과 만족감 정서

를, 경계에 기반해 안전함과 낯섦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Pierce and

Widen(2017)은 지리교육에서의 본능적 교육(visceral pedagogy)을

강조하며, 대학교 강의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도시빈곤과

도시쇠락이라는 주제에 정서적으로 접근하여 주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과 감정을 끌어내 함께 토론하는 수업을 실천하고 성찰하였다.

둘째, 지리 텍스트 서술방식 차이가 지리 학습에 필요한 정서를

유발하는지 검증하는 연구이다. 지리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고, 지리적 시민으로서 필요한 공감, 행복, 호기심, 감수성,

이타성 등의 정서가 중요해지며, 이러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권은주·김기남(2017)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상상하도록 지시한

상상집단이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관찰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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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empathy)과 감정적 고통(distress) 같은 이타적 정서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재영(2017)은 타인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이타적 과제 집단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개인적 과제 집단이나

특별한 주인공이 없는 일반적 과제 집단보다 ‘귀찮음’과 같은 부정

정서가 적게 나타나고, 긍정 정서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예지(2021)는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민의

감정적 경험에 기반한 감성적 메시지가 사실(facts)에 기반한 이성적

메시지나 일반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지역에 관해 호기심을 증진하며, 우호적인 정서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정서를 형성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즉, 지리학습 대상에

관한 학습자 정서를 학습 활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크게 직접 경험에 의한 전략과 간접 경험에 의한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경험으로 정서를 형성하는 전략에는

야외조사가 대표적이다. Golubchikov(2015)는 ‘야외조사(field-trip)’를

‘느낌답사(feel-trip)’라는 용어로 재구성하였다. 학습자가 장소를

경험하며 형성된 정서적 반응을 수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야외조사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민성·김현미(2021)는 경관의 심미적

요소 찾아보기, 경관의 심미적 요소 향유하기, 지역주민 공감하기 등

야외조사 활동을 통해 장소에 관한 정서를 형성하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지리답사 전략을 제시하였다.

간접 경험으로 정서를 형성하는 전략에는 음악, 문학, 영화 등

예술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학은 지리교육에서

장소나 지리적 현상에 관한 정서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김다원, 2015). 예를 들어, Smiley(2009)는 아프리카 도시화와 관련한

일반 교과서와 소설 발췌문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소설

발췌문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학생들은 장소와

정서적 연계를 선호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 통계를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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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과서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소설을 함께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리수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화는 지리

스토리에 실제적 경관과 사운드 효과가 더하며 문학보다 더 생생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은진(2013)은 한국지리수업에서

제주도와 제주도 지역주민에 관한 영화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사전·

사후 설문조사, 학습지 분석,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공감 정확성(empathic accuracy)은 향상되었고, 외지인에 대한

공감적 분노, 지역주민에 관한 동정적 고통 등의 정서가 형성되었다.

또한 ‘상상하기(imagination)’, ‘관점취하기(perspective-taking)’ 등을

활용하여 지리를 학습하려는 태도도 증가하였다.

넷째, 부정적 정서를 약화하고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즉, 지리학습 대상에 관해 이미 형성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김민성(2013)은 기존 교과서가 르완다에 관해 분쟁, 기아, 빈곤 등

부정적 내용만 서술되어 있는 점을 비판하며, 르완다 대사관 방문

인터뷰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에 관해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대안적 지리교과서 구성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Forsyth and Maier(2006)는 세계지리 학습을 시작하기 전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개 지역(아프리카, 유럽, 일본, 멕시코, 서남아시아)

주민을 묘사한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3가지 이상 작성하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9개월 간의 세계지리수업 후 동일한 내용을 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 지역 모두 긍정적 정서 반응은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 반응은 감소하였다. 연구 설계상 제한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세계지리수업 자체의 영향이며, 인류 화합에 기여하는

지리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e and

Ryu(2013)는 지역에 관한 긍정적 이야기를 읽은 후 부정적 이야기를

읽은 집단이 부정적 이야기를 읽은 후 긍정적 이야기를 읽은 집단보다

초두효과(Primacy effect)로 인해 해당 지역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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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내재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내용에 관한 정서를 끌어내고, 유발하고, 형성하고, 강화하는

지리교육 연구와 학습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은 이러한 정서 관련 지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3)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

배경음악은 정서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상(事象)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구은표(2019)는 <신시내티의 도박사(The Cincinnati

Kid)>(1965), <라운더스(Rounders)>(1998), <타짜>(2006) 등 도박 소재

영화의 최종 게임장면에서 사용된 배경음악을 분석하였는데, 화성,

멜로디, 관현악법, 음악의 삽입 지점 등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음악을 도박이라는 행위 표현에 활용한 것이다. 또한

Scheurer(2005, 158)는 영웅적 행위(heroism)라는 아이디어를 음악으로

전달할 때는 상승하는 멜로디(음정의 시간적 진행) 라인에 격렬하고

강력한 리듬을 사용하는데, 음정(두 음의 높이 차이)의 간격이 한 옥타브

가까이 크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배경음악은 색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는 색청(Color hearing) 현상으로 설명된다. 색청은

음악이나 소리를 통해 색을 보는 것으로, 시각과 청각 간의 전이되는

공감각적 현상을 의미한다(유인하, 2009, 33). 예를 들어, 높은 음고는

밝은 색, 낮은 음고는 어두운 색, 강한 음의 세기는 짙은 색, 약한 음의

세기는 엷은 색을 연상한다(Karwoski and Odbert, 1938). 빠른 음악과

장음계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느린 음악과 단음계는 파란색이나 회색을

연상한다(Barbiere et al., 2007; Palmer et al., 2013). 그리고 배경음악은

시대를 표현할 때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영화 <써니>(2011)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시대적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대중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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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이안나, 2013; 양지현, 2018). 이 외에도 각종 영상에서 특정

시대와 관련한 컨텐츠가 등장할 때, 특정 시대를 상징하는 배경음악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배경음악은 특정한 사상을 전달할 수 있고, 교육영상 학습내용

역시 특정한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데, 두 사상의 관련도가 높을 경우

사상조화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지리교육 연구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은 배경음악이 다양한 사상 중 장소, 지역,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는 점이다. 음악으로 지역을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이

음악을 듣고 지역을 연상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 교육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조화도 중

지역조화도에 주목한다. 지역조화도는 ‘배경음악으로 연상되는 지역과

교육영상의 학습내용이 설명하는 지역 간의 관련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Kirby(2019, 2)에 의하면, 음악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제목, 가사 등에

담긴 언어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와 음악 연주, 음악 그 자체 등

비언어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배경음악을

통한 지역 연상은 음악의 언어적 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과 비언어적

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음악의 언어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

우선 음악의 언어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이다. 음악의 언어정보는 제목,

가사 등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음악의 언어정보가 특정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음악을 통해 특정 지역을 연상할 수 있다. 언어정보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음악은 지명 소재 대중가요이다. 우리나라 지명

소재 대중가요는 약 1,200곡으로 추정되며(안주석·이승곤, 2019),

대표적인 노래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김민서(2017)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명 소재 대중가요가 해당 지역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지명 소재 대중가요를 들은 사람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풍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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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목(가수, 연도)

서울

돌아가는 삼각지(배호, 1966), 서울의 찬가(패티김, 1969), 마포종점(은방

울자매, 1977), 나침반(설운도, 1984), 서울 서울 서울(조용필, 1988), 혜화

동(동물원, 1988), 광화문 연가(이문세, 1988), 김포가도(문주란, 1990), 59

년 왕십리(김흥국, 1991), 일탈(자우림, 1997), 서울의 달(김건모, 2005),

서울사람들(버스커버스커, 2011), 압구정 날라리(처진 달팽이, 2011), 이태

원 프리덤(UV, 2012), 강남스타일(싸이, 2012), 신촌을 못가(포스트맨, 201

3), 양화대교(Zion.T, 2014) 소격동(아이유×서태지, 2014)

인천,

경기

이별의 인천항(박경원, 1955), 수원처녀(이미자, 1972), 연안부두(김트리오,

1979), DINOSAUR(악동뮤지션, 2017), 안양 1번가(MC스나이퍼, 2007),

인천대공원(UV, 2010), 너와 걷던 일산 호수공원 그곳엔(코튼페이퍼, 201

7)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릉도 트위스트(이시스터즈, 1966), 신라의 달밤(현인, 1969), 능금꽃 피

는 고향(패티김, 1971),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용필, 1975), 영일만 친구(최

백호, 1979), 남포동 부르스(김수희, 1981), 부산 갈매기(문성재, 1982), 자

갈치 아지매(나훈아, 1984), 밀양 머슴 아리랑(송창식, 1988), 태화강 연가

(윤수일, 1996), 마산스트리트(노브레인, 2007). 안동역에서(진성, 2012),

부산바캉스(스컬and하하, 2012), 동성로(리듬파워, 2017)

전남,

전북,

광주

목포의 눈물(이난영, 1935), 남원의 애수(김용만, 1954), 흑산도 아가씨(이

미자, 1966), 동백꽃 피는 항구(이미자, 1971), 임을 위한 행진곡(김성현, 1

981), 남행열차(김수희, 1989), 여수밤바다(버스커버스커, 2012), 내 사랑

고흥(2018, 남진), 목포행 완행열차(장윤정, 2019)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꿈꾸는 백마강(이인권, 1940), 울고 넘는 박달재(박재홍, 1948), 흑산도 아

가씨(이미자, 1966), 서산 갯마을(조미미, 1976), 내 고향 충청도(조영남, 1

988), 대전 부르스(안정애, 1989), 칠갑산(주병선, 1989), 꽃송이가(버스커

버스커, 2012)

강원,

제주

서귀포 칠십리(남인수, 1943), 삼다도 소식(황금심, 1952), 소양강처녀(김

태희, 1971), 서귀포를 아시나요(조미미, 1973), 감수광(혜은이, 1978), 한

계령(양희은, 1985), 제주도 푸른 밤(최성원, 1988), 춘천가는 기차(김현천,

1989)

북한

황성옛터(이애리수, 1932), 눈물젖은 두만강(김정구, 1938), 굳세어라 금순

아(현인, 1953), 평안도 사나이(최갑석, 1964), 대동강 편지(나훈아, 1984),

라구요...(강산에, 1992), 그리운 금강산(조수미, 2002), 평양냉면(유세윤, 2

015)

[표 8] 우리나라 지명 소재 대중가요



- 47 -

떠올려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지역을 묘사하는 노래

가사, 지역 이미지와 일치하는 곡의 분위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 해당

지역이 연상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장범준의 <여수밤바다>(2012)는

대중들이 여수에 관한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여수 관광객 수를

급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김영주, 2021). 국내 가요뿐만 아니라

<Hotel California>(Eagles, 1976), <New York, New York>(Frank

Sinatra, 1980) 등 지명 소재 해외 가요도 해당 지역을 연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지명 소재 대중가요에 친숙해지면 제목, 가사 등의 언어정보 없이

리듬, 멜로디 등의 비언어정보만으로도 특정 지역을 연상할 수 있다.

행동주의 학습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특정 음악의

언어정보(무조건자극)와 비언어정보(중성자극)가 연합해 지역 연상

(반응)을 여러 차례 유발하면 인간은 학습되어 특정 음악의 비언어정보

(조건자극)만으로 지역 연상(조건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Mendelssohn의 결혼 행진곡, 생일 축하

노래(Happy Birthday To You) 등이다(Cohen, 2015, 10).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결혼행진곡’이라는 언어정보(무조건자극)와 ‘결혼행진곡’의

멜로디라는 비언어정보(중성자극)가 연합해 결혼 연상(반응)을 여러

차례 유발하면, 인간은 학습되어 비언어정보인 결혼행진곡 멜로디

(조건자극)만으로도 결혼 연상(조건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결혼행진곡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결혼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명 소재 대중가요 등 음악의 언어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 효과를 지리교육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배경음악의 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직접 활용한 지리교육 연구는 찾을

수 없지만, 일부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음악의 언어적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지리수업을 진행하였다. Smiley and Post(2014)는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중음악을 선택하여 미국과 캐나다 지리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몇 가지 질문(음악 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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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경제, 정치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노래

가사는 지역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등)을

통해 대중음악 가사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지역성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Butch Hancock의 <Dry Land Farm>(1978)은

그레이트플레인스(Great Plains)의 농부들이 가뭄과 무능한 정부정책에

맞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한 노래이다. 학생들은

노래의 가사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그레이트플레인스의 경제적·환경적

이슈를 학습하였다. Smiley and Post(2014, 245)는 대중음악의 가사를

분석하는 지리수업의 효과를 2가지 제시하였다. 하나는 음악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지리와 학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음악이 한 장소의 성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을 종합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면, 지리수업에서 그레이트플레인즈의

환경에 관해 직접 쓰게 하는 것보다 그레이트플레인즈를 다룬 노래

가사를 매개로 그레이트플레인즈의 환경에 관해 쓰도록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음악의 언어정보는 비음악의 언어정보보다 기억에 효과적이다.

Lummis et al.(2017)은 같은 내용을 노래의 일부인 가사로 전달받은

집단이 일반 문장으로 전달받은 집단보다 단어, 요점, 유목에 관해 더

정확한 회상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억뿐만 아니라 음악의

언어정보는 인간에게 특정한 생각, 감정,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Greitemeyer(2009)는 친사회적인 가사를 포함한 노래를 들은 집단이

중립적인 가사를 들은 집단보다 친사회적인 단어를 더 많이 떠올렸고,

더 많은 공감과 기부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

속 언어정보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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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의 비언어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

다음은 음악의 비언어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이다. 음악의

비언어정보는 음악의 리듬, 멜로디, 하모니, 악기, 연주법 등 음악의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음악의 비언어정보로 특정 장소, 지역,

공간을 연상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이 일종의 공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 이미지는 공간을

기반을 형성되는데, 시각 이미지와 연결된 청각 이미지 역시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해 떠오르는 시각 이미지와

시각정보를 통해 떠오르는 음악을 상호 교차해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강효욱·홍병선, 2018). 예를 들어, 베토벤의 6번

교향곡 <전원>의 1악장에서 붙여진 표제는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상쾌한 기분’이다. 표제를 모르고 이 음악을 듣더라도 전원이나 들판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청각적 이미지에

원형적으로 내재한 시각적 이미지가 있음을 암시한다(구경은, 2006, 24).

그래서 음악의 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한규선·배명진(2015)은 <그레비티(Gravity)>(2013), <인터스텔라(Inter

stellar)>(2014) 등 우주공간을 표현한 영화 배경음악의 음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우주를 표현한 배경음악은 작은 음량을 유지하여 원근감을

표현하다가 서서히 음량이 커지며 우주공간의 광활함, 압도감을

극대화시킨 뒤, 매우 작게 소리를 줄여 적막감, 고요함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1968),

<스타워즈(Starwars)> 시리즈 등 우주 배경의 영화에 삽입된

배경음악도 우주 공간의 원근감, 광활함, 적막감 등을 표현하는 음악적

특징이 관찰된다(김은정, 2016; 김현경, 2020).

둘째, 음악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음악은 지역의 음악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고, 인간은 음악을 통해

지역을 연상할 수 있다. 컨텐츠 제작자들은 특정 지역 관련 컨텐츠를

제시할 때, 해당 지역의 음악적 전통을 반영한 배경음악을 주로

활용한다. 강상구(2016)는 한국, 중국, 일본 역사 드라마에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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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의 리듬, 멜로디, 악기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사 드라마

속 배경음악은 각국의 음악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영화,

드라마 등 정서 유발을 강조하는 픽션 영상뿐만 아니라, 내용 전달을

중시하는 뉴스, 강의 등의 논픽션 영상에서도 특정 지역을 언급할 때

해당 지역을 연상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 TV(2021.8.31.)에서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의 35m 초대형

불상 뉴스를 보도하며 브라질 삼바리듬에 기반한 음악을 삽입되었다7).

또한 JTBC 차이나는도올(2016.3.13.)에서 김용옥이 중국 현대 정치사를

강의할 때, 얼후, 고쟁, 비파 등 중국의 전통악기로 연주한 중국 전통

음악이 여러 번 삽입되었다8). 그리고 TVN 수요미식회(2017.1.18.)에서

박지민이 어릴 적 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통악기인 소두앙(sau duang)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여러 번 삽입되었다9)(원선형, 2019, 58).

위에서 제시된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활용한 음악, 중국의 음악

전통에 기반한 음악, 태국의 전통악기를 이용한 음악 등은 모두 특정

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 세계음악(월드뮤직, world music)이다.

종족음악학의 연구대상으로의 세계음악10)은 다양한 민족 전통음악의

과거 모습과 변화된 현재 모습을 의미한다(변계원·조효임, 2004, 323).

전통음악을 가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은 대체로 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세계음악을 바라볼 수 있다.

종족음악학의 학문적 결실인 갈란드 세계음악 백과사전(Garland

7) https://www.youtube.com/watch?v=4uZcPMfC0-0

8) https://www.youtube.com/watch?v=FQBEO-oWG8Q&t=70s

9) https://www.youtube.com/watch?v=v5wycfIUOxc&t=54s

10) 세계음악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의 연구대

상으로서의 세계음악이다(변계원·조효임, 2004: 322). 종족음악학은 민족 문화의 관점

에서 음악을 연구한다. 즉, 세계음악은 세계 다양한 민족의 문화로서 과거 음악과 현

재 음악을 의미한다(김동은·김서경, 2010: 3). 둘째, 대중음악의 메타장르로서의 세계

음악이다(변계원·조효임, 2004: 322). 이는 음반 유통과정에서 서구 대중음악의 중심

장르를 제외한 비서구의 나머지 음악을 포괄하는 마케팅용어로 등장하였다. 다양한

민족의 전통음악양식을 고유한 요소로 부각하는 비서구의 순수음악 또는 퓨전음악을

의미한다(박미경. 20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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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clopedia of world music)도 각 권을 [표 9]와 같이 대륙스케일의

문화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챕터도 지역적 맥락에서 세계음악을

다루고 있다(박미경, 2009, 10-11).

권호 각 권의 제목 해당지역

1 Africa 아프리카

2
South America, Mexico,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남아메리카

3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북아메리카

4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5 South Asia: The Indian Subcontinent 남아시아

6 The Middle East 서남아시아

7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동아시아

8 Europe 유럽

9 Australia and the Pacific Islands 오세아니아

10 General Perspectives and Reference Tools

[표 9] 갈란드 세계음악 백과사전의 구성

출처: 박미경(2009, 11)

이러한 세계음악은 별도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과 연결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레게(Reggae)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 자메이카나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연상되고, 젬베(djembe)로

연주한 음악을 들으면 서아프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이 연상된다. 또한

<Slumdog Millionaire>(2008) 등 인도 영화에서 등장하는 음악 중

인도의 음악 전통을 반영한 음악을 들으면 인도 지역이 연상된다는

것이다(안윤지, 2010).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지역 관련 컨텐츠를 제시할 때 해당 지역과 관련한 세계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학습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지역 컨텐츠(무조건자극)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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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세계음악(중성자극)이 연합해 지역 연상(반응)을 여러 차례

유발하면 인간은 학습되어 지역의 세계음악(조건자극)만으로 지역

연상(조건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음악지역에

관한 정형화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음악 등 음악의 비언어정보를 통한 지역

연상 효과를 지리교육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배경음악의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직접 활용한 지리교육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일부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음악의 비언어적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지리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Shobe and Banis(2010)는

힙합(Hip-Hop), 블루스(Blues), 레개(Reggae), 알앤비(R&B), 펑크(punk)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대상으로 음악지역의 경계를 미국 백지도에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이 작성한 지도를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종합하였는데, 살사(salsa), 자이데코(zydeco) 등

역사적·민족적·종교적 속성이 강한 음악 장르와 컨츄리음악(bluegrass),

힙합(Hip-Hop) 등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문화에서 사용된 음악

장르는 지역과의 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지역에 관한

교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음악

장르가 실제적·인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Shobe and Banis(2010)는 학생들이 그린 음악지역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리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블루스(blues) 인지지도를 기반으로 블루스의 기원과 전파를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주, 노예제 폐지로 인한 문화

전파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Morgan(2001, 284)은 이러한 음악을

활용한 지리 학습이 학생들의 지리적 상상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배경음악의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측정한 연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North et

al.(1999)은 영국 슈퍼마켓에서 2주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매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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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이 프랑스 민속 음악인 날은 프랑스 와인이 독일 와인보다 잘

팔렸고, 독일 민속 음악인 날은 독일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잘

팔렸다고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와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배경음악 유형이 와인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Lalwani et al.(2009)에

의하면, 동양을 연상하는 상품 및 브랜드에 관한 TV 광고에 서양

전통음악을 삽입하였을 때보다 동양 전통음악을 삽입하였을 때

참여자들의 구매 의도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서양을 연상하는 상품 및

브랜드에 관한 TV 광고에 동양 전통음악을 삽입하였을 때보다 서양

전통음악을 삽입하였을 때 참여자들의 구매 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경음악의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는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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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연구 계획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가 중학생의

사례지역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사례지역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는

‘정서조화도’와 ‘지역조화도’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정서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 흥미, 지각된 정서, 해당 정서 관련 기억,

해당 정서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배경음악

지역조화도도 학습자의 기억, 흥미, 지각된 생생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는 사례지역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 가설 1-1.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 가설 1-2.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 가설 1-3.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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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가설 1-4.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해당 정서 관련 기억을 강화할 것이다.

▪ 하위 가설 1-5.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해당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를 강화할 것이다.

■ 가설 2.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는 사례지역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 가설 2-1.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 가설 2-2.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하위 가설 2-3.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생생함을 강화할 것이다.

2) 연구 계획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2가지 실험 연구를 계획하였다[그림 4].

<실험 연구 1>은 긍정 사례지역 또는 부정 사례지역 교육영상에서

배경음악 정서조화도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긍정 사례지역 학습내용 1개(스위스의 언어 공존)와 부정 사례지역

학습내용 1개(벨기에의 언어 갈등)를 선정하였다. 서울 J 중학교는 긍정

사례지역 교육영상 연구에 참여하였고, 서울 B 중학교는 부정 사례지역

교육영상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학습자를 세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긍정 사례지역 또는 부정 사례지역 교육영상에서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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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서조화도 집단’), 정서조화도가 낮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저정서조화도 집단’), 배경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무정서조화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설 1-1>, <하위 가설 1-2>, <하위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의 기억, 흥미, 지각된 정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연구 2>는 쟁점 사례지역 교육영상에서 배경음악 정서조화도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쟁점 사례지역 학습은 쟁점에

관한 긍정입장(찬성입장)과 부정입장(반대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즉, <실험 연구 1>이 학습자의 인지적

학습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라면, <실험 연구 2>는 학습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실험 연구 2>에는 서울 C 중학교와

서울 D 중학교가 참여하였는데, 학습자를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쟁점에 관한 긍정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만 정서조화도가

높은 긍정적 배경음악이 삽입되고, 쟁점에 관한 부정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배경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긍정

정서조화도 집단’), 쟁점에 관한 부정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만

정서조화도가 높은 부정적 배경음악이 삽입되고, 쟁점에 관한

긍정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배경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부정 정서조화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학습내용의 제시 순서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Asch, 1946; 정원영, 2011, 정종구, 2021). 그래서 순서효과(order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긍정 정서조화도 집단’과 ‘부정 정서조화도

집단’ 모두 대략 절반은 긍정적 내용이 먼저 제시되는 교육영상(이하 ‘선

긍정입장’)을 시청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내용이 먼저 제시되는

교육영상(이하 ‘선 부정입장’)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설

1-4>, <하위 가설 1-5>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의 해당 정서 관련

기억과 해당 정서 관련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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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설 1>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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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연구 3>을 계획하였다[그림 5].

<실험 연구 3>은 중립 사례지역 학습에서 배경음악 지역조화도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이론적 논의>의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 논의를 통해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는 언어적

지역조화도와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배경음악의 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학습내용 1개

(제주도의 지형경관),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학습내용 1

개(건조기후의 주민생활)를 선정하였다. 서울 O 중학교는 배경음악의

언어적 지역조화도 연구에 참여하였고, 서울 H 중학교는 배경음악의

비언어적 지역조화도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학습자를 세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언어적 지역조화도가 적용된 사례지역 또는 비언적

지역조화도가 적용된 사례지역 교육영상에서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고정서조화도 집단’),

지역조화도가 낮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저정서조화도 집단’), 배경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교육영상을 시청한

집단(이하 ‘무정서조화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설 2-

1>, <하위 가설 2-2>, <하위 가설 2-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의

기억, 흥미, 지각된 생생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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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설 2>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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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인과 처치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사례지역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음악 조화도를 ‘배경음악이 학습내용과 어울리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면, 배경음악 조화도는 ‘정서조화도

(emotional congruency)’와 ‘지역조화도(regional congruency)’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를 ‘학습내용으로

전달되는 정서와 배경음악으로 유발되는 정서가 유사한 정도’로

정의한다. 즉,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와 유사도가 높은

정서를 유발하는 배경음악을 ‘높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와 유사도가 낮은 정서를 유발하는 배경음악을

‘낮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내용이

‘즐거움’ 정서를 전달할 때, 배경음악이 ‘즐거움’ 정서를 유발한다면 높은

정서조화도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를 ‘학습내용으로 설명되는

지역과 배경음악으로 연상되는 지역이 관련되는 정도’로 정의한다. 즉,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설명하는 지역과 관련도가 높은 지역을 연상하는

배경음악을 ‘높은 지역조화도 배경음악’,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설명하는

지역과 관련도가 낮은 지역을 연상하는 배경음악을 ‘낮은 지역조화도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내용이 ‘아프리카(Africa)’를

설명할 때, 배경음악이 ‘아프리카’를 연상한다면, 높은 지역조화도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는 언어적

지역조화도(verbal regional congruency)와 비언어적 지역조화도

(non-verbal regional congruency)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적

지역조화도는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설명하는 지역과 배경음악의 제목,

가사 등 언어적 정보를 기반으로 연상되는 지역이 관련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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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는 ‘교육영상 학습내용이 설명하는 지역과

배경음악의 리듬, 멜로디, 하모니, 악기, 연주법 등 비언어정보를

기반으로 연상되는 지역이 관련되는 정도’로 정의한다.

2) <실험 연구 1> 처치도구 개발

본 연구의 처치도구는 배경음악 조화도가 처치된 교육영상이다. <실험

연구 1>의 처치도구 개발을 위해 우선 긍정 사례지역과 부정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현장 실험 연구가 계획된 학기의 수업 내용은

중학교 <사회 1> 지리 영역이었다. 계획된 수업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효과적인 실험 연구 진행을 위해 중학교 <사회 1> 교육과정에서 긍정

사례지역과 부정 사례지역을 함께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찾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1> 지리 영역 성취기준 중

‘[9사(지리)04-03]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갈등이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한다’와

‘[9사(지리)06-02]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사례로 자원이 그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사회 1> 교과서에서 긍정 사례지역과

부정 사례지역을 함께 제시하는 대표적인 성취기준이다(교육부, 2015).

그래서 해당 성취기준과 관련한 긍정 사례지역과 부정 사례지역을

중학교 <사회 1> 8종 교과서에서 추출하였다(구정화 등, 2018a; 김영순

등, 2018a; 김진수 등, 2018a; 모경환 등, 2018a; 박형준 등, 2018a;

이민부 등, 2018a; 이진석 등, 2018a; 최성길 등, 2018a). 교과서에서

탐구활동, 읽기자료, 사진자료 등 별도의 공간을 할당하여 제시한

사례지역 학습자료를 추출하였는데, 사례지역 빈도는 [표 10]과 같다11).

11) 특정 교과서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여러 번 긍정적 사례지역으로 제시하였을 경우,

한 번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긍정내용과 부정내용이 함께 서술된 사례지역은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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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주제 정서 사례지역(빈도) 합계

4
문화

공존
긍정

스위스(8), 싱가포르(6), 뉴질랜드(3), 인도(3), 말레이

시아(3), 한국(3), 남아공(1), 벨기에(1), 브라질(1), 오

스트레일리아(1), 캐나다(1), 터키(1)

31

4
문화

갈등
부정

벨기에(8), 이스라엘-팔레스타인(5), 카슈미르(3), 프

랑스(2), 카탈루냐(2), 미국(2), 퀘벡(1), 나이지리아(

1), 수단(1), 스리랑카(1), 영국(1), 필리핀 민다나오(1)

28

6
자원의

축복
긍정

아랍에미레이트(6), 노르웨이(4), 오스트레일리아(4),

카자흐스탄(2), 사우디아라비아(2), 보츠와나(1), 브루

나이(1), 영국(1), 카타르(1), 캐나다(1), 쿠웨이트(1)

24

6
자원의

저주
부정

나이지리아(8), 콩고민주공화국(6), 시에라리온(4), 나

우루(3), 네덜란드(1), 베네수엘라(1), 짐바브웨(1)
24

[표 10] <사회 1> 4단원과 6단원의 긍정 사례지역, 부정 사례지역 빈도

[표 10]을 기반으로 연구를 도와줄 J 중학교 수업교사, B 중학교

수업교사와 협의한 결과, 긍정 사례지역으로는 ‘스위스의 언어 공존’,

부정 사례지역으로는 ‘벨기에의 언어 갈등’을 선정하였다. 두 사례지역은

같은 문화요소인 ‘언어’에 관해 다루고 있고, 모든 8종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지역이며[그림 6], 연구 진행 시기와 수업 진행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J 중학교에서는 ‘스위스의 언어 공존’

교육영상, B 중학교에서는 ‘벨기에의 언어 갈등’ 교육영상을 처치하기로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영상 내레이션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였다.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다른 변인의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본

분량은 3분 발표 분량으로 정하였다. ‘발표시간 계산기 사이트’12)를

활용하여 3분 발표 분량 글자수를 구하였는데, 연구자의 내레이션

속도에는 900자(공백 미포함) 정도가 적절하다고 산출되었다. 그래서

교과서 서술내용과 관련 검색 자료를 종합하여 ‘스위스의 언어 공존’

대본(800자)과 ‘벨기에의 언어 갈등’ 대본(867자)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12) 20초 동안 자신의 속도대로 발표문을 읽으면, 발표시간에 따른 적정 발표문 분량을

산출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https://presentationtime.netlif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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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PowerPoint, MS 365)를 활용하여 교육영상 화면을

구성하였다. 작성한 대본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 수집하였고,

필요할 경우 파워포인트 도형 서식과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오디오를 녹음하였다. 대본 내용과 관련된 화면이 정확한

시점에 등장하도록, 대본을 읽으며, 화면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이미지와 오디오가 통합된 교육영상을

추출하였다.

[그림 6] ‘스위스의 언어 공존’과 ‘벨기에의 언어 갈등’ 교과서 내용

출처: 김영순 등(2018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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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서 배경음악 부정 정서 배경음악

Spring in my step(Silent Partner), Abou

t that oldie(Vibe Tracks), Greeting the

day with a smile(Doug Maxwell and M

edia Right Productions), How it began(S

ilent Partner)

Destination unknown(Ugonna Onyek

we), Eyes of glory(Aakash Gandhi),

Galactic damages(Jingle Punks), The

new order(Aaron Kenny)

[표 11] 긍정 정서 배경음악과 부정 정서 배경음악 후보곡

다음으로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 배경음악과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배경음악을 선정하였다13). 이를 위해 분위기별 무료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YouTube Audio Library)14)를

탐색하였다.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변인의 작동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배경음악의 장르는 영화음악으로 통일하여 탐색하였다. 분위기는 화남,

밝음, 차분함, 어두움, 극적, 펑키, 행복, 영감, 낭만적, 슬픔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밝음, 펑키, 행복은 긍정 정서를, 화남, 어두움, 슬픔은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배경음악으로 적절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다양한

배경음악을 탐색한 후, 긍정 정서를 전달하는 배경음악 4곡,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배경음악 4곡을 [표 11]과 같이 선정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언어 공존’ 교육영상, ‘벨기에의 언어 갈등’ 교육영상과 정서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동료 지리 교사 1인, 음악 교사 1인과 함께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긍정 정서 배경음악에는 ‘Spring in my step(Silent

Partner)’15), 부정 정서 배경음악에는 ‘Destination unknown(Ugonna

Onyekwe)’16)이 선택되었다.

13) 일반적으로 장조 모드(Gerardi and Gerken, 1995; Gregory et al., 1996), 빠른 템포

(Juslin, 1997; Webster and Weir, 2005), 높은 음고(Scherer and Oshinsky, 1977)는

단조 모드, 느린 템포, 낮은 음고에 비해 긍정 정서를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14)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는 분위기, 장르 등에 따라 분류된 무료 배경음악을

제공한다.

15) https://www.youtube.com/watch?v=siCmqvfw_1g

16) https://www.youtube.com/watch?v=d__Vvc2Q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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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전 실험>에서 정서조화도 관련 배경음악 응답 결과

선정한 배경음악으로부터 중학생들도 동일한 정서를 지각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글 폼즈(Google Forms)로

<사전 실험>을 위한 온라인 연구 도구를 제작하였고[붙임 6], 서울 D

중학교 1학년 2학급(50명) 학생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연구

도구를 통해 선정한 배경음악을 듣고, “이 음악은 어떤 정서(감정)를

느껴지게 하나요?”에 응답하였다. 정서 선택지는 Cowen et at.(2020)이

추출한 음악으로부터 느껴지는 13가지 정서 중 12가지 정서로

구성하였고17),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사전 실험> 결과,

‘Spring in my step’을 들은 참여자들은 즐거움(90%), 기쁨(70%),

활력(60%) 등 긍정적 정서를 선택하였고, ‘Destination unknown'을 들은

참여자들은 불안(64%), 두려움(48%), 반항(30%) 등 부정적 정서를

선택하였다[그림 7]. 그러므로 ‘Spring in my step’은 긍정 정서를

17) Cowen et at.(2020)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관한 정서 반응을 종합하였는데, 음악

으로부터 느껴지는 정서를 즐거움(amusing), 짜증(anoying), 불안(anxious, tense), 아

름다움(beautiful), 평온(calm, relaxing, serene), 몽환(dreamy), 활력(energizing,

pump-up), 관능(erotic, desirous), 반항(indignant, defiant), 기쁨(joyful, cheerful), 슬

픔(sad, depressing), 두려움(scary, fearful), 승리(triumphant, heroic)으로 제시하였다.

이중 관능은 중학생 대상 설문에 적절하지 않아 선택지에서 제외하였다.



- 66 -

전달하는 배경음악으로, ‘Destination unknown’은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배경음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다빈치리졸브(Davinci Resolve 17)를 활용하여

파워포인트에서 추출한 교육영상에 선정한 배경음악을 통합하였고,

6가지 처치도구를 제작하였다[표 12]. 긍정 정서를 전달하는 ‘스위스의

언어 공존’ 학습내용에 긍정 정서를 전달하는 ‘Spring in my step’이

삽입된 교육영상과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벨기에의 언어 갈등’

학습내용에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Destination unknown’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고정서조화도 처치도구’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긍정 정서를

전달하는 ‘스위스의 언어 공존’ 학습내용에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Destination unknown’이 삽입된 교육영상과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벨기에의 언어 갈등’ 학습내용에 긍정 정서를 전달하는 ‘Spring in my

step’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저정서조화도 처치 도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배경음악을 삽입하지 않은 교육영상은 ‘무정서조화도 처치 도구’로

분류하였다. 배경음악으로 학습내용 전달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경음악 볼륨을 음성 볼륨 대비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자막만들기 프로그램인 브루(Vrew)를 활용하여 교육영상에 자막을

입력하였고, 최종 영상으로 추출하였다[붙임 1], [붙임 2].

고정서조화도 처치도구 저정서조화도 처치도구 무정서조화도 처치도구

스위스의 언어 공존

(+Spring in my step)18)
스위스의 언어 공존

(+Destination unknown)19)
스위스의 언어 공존

(+배경음악 없음)20)

벨기에의 언어 갈등

(+Destination unknown)21)
벨기에의 언어 갈등

(+Spring in my step)22)
벨기에의 언어 갈등

(+배경음악 없음)23)

[표 12] <실험 연구 1> 처치도구 분류

18) 스위스(긍정 학습내용)의 고정서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2FRBR5mIKQM

19) 스위스(긍정 학습내용)의 저정서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Y2tFJTMCvUI

20) 스위스(긍정 학습내용)의 무정서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f_aOUhnMItE

21) 벨기에(부정 학습내용)의 고정서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Zjq_Z9_25lM

22) 벨기에(부정 학습내용)의 저정서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Sc9ZqNJeo-M

23) 벨기에(부정 학습내용)의 무정서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cDuhYLYc5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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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연구 2> 처치도구 개발

<실험 연구 2>의 처치도구 개발을 위해 우선 쟁점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실험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현장 실험 연구가 계획된

학기의 수업 내용은 중학교 <사회 1> 지리 영역이었다. 그래서 <사회

1> 교육과정에서 쟁점 사례지역에 관한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균형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찾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1> 지리 영역 성취기준 중 ‘[9사(지리)03-02]

해안지형으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를 선정하여 그 지형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관광산업이 현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와 ‘9사(지리)06-03]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평가한다’는 <사회 1> 교과서에서 쟁점 사례지역에 관한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균형있게 제시하는 대표적인 성취기준이다(교육부, 2015).

그래서 해당 성취기준과 관련한 쟁점 사례지역 학습내용을 중학교

<사회 1> 8종 교과서에서 추출하였다. 교과서에서 탐구활동, 읽기자료,

사진자료 등 별도의 공간을 할당하여 제시한 쟁점 학습자료 중 지역명이

포함된 학습자료를 추출하였다[표 13].

단원 쟁점 쟁점 사례지역(빈도)

3

해안

관광지

개발

몰디브의 관광지 개발(3), 인도네시아 발리의 관광지 개발(2), 바

하마 비미니제도의 리조트 개발, 필리핀 보라카이의 관광지 개발,

프랑스 랑그도크루시용 해안 관광지 개발, 보령의 머드 축제, 베

네치아의 관광산업 발달, 오스트레일리아 키라 해변의 관광지 개

발

6

신재생

에너지

개발

미국의 옥수수 농장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2), 프랑스 랑스의 조

력발전(2), 브라질의 옥수수 농장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인도네

시아의 팜유 농장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캄보디아의 열대우림

파괴와 바이오 에너지 개발, 중국의 싼샤댐 개발

[표 13] <사회 1> 3단원과 6단원의 쟁점 사례지역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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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을 기반으로 연구를 도와줄 C 중학교 수업교사, D 중학교

수업교사와 협의하였다. 그 결과, ‘몰디브의 관광지 개발’을 선택하였다.

<사회 1>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 사례지역이고[그림

8], 쟁점에 관한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균형있게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 진행 시기와 수업 진행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리적 쟁점학습을 대표하는 친개발(pro-development)의 입장과 반개발

(anti-development)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제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다(함경림, 2021, 24). 그래서 ‘몰디브의 관광지 개발’의

쟁점 사항을 보다 부각하여 ‘몰디브 리조트 개발’로 사례지역 학습주제를

확정하였다.

[그림 8] ‘몰디브의 리조트 개발’ 교과서 내용

출처: 모경환 등(201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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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교육영상 내레이션 대본을 구성하였다. <실험 연구 2>의

처치도구 개발을 위한 교육영상 내레이션 대본은 쟁점에 관한 소개(260

자),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긍정입장(474자),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부정입장(471자), 마무리 인사(31자)로 구성하였다. 글자 수가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글자수를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이어서 <실험 연구 1>의

처치도구 개발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교육영상 화면을

구성하고, 오디오를 녹음한 뒤, 교육영상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영상 편집 프로그램(Davinci Resolve 17)으로

추출한 영상을 편집하여 ‘선 긍정입장(찬성입장)’ 교육영상과 ‘선

부정입장(반대입장)’ 교육영상을 만들었다. 즉, ‘선 긍정입장’ 교육영상은

쟁점에 관한 소개 → 긍정입장 → 부정입장 → 마무리 인사로 진행되는

것이고, ‘선 부정입장’ 교육영상은 쟁점에 관한 소개 → 부정입장 →

긍정입장 → 마무리 인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실험 연구 1>

처치도구 개발에 활용한 ‘Spring in my step(긍정 정서 배경음악)’과 ‘De

stination unknown(부정 정서 배경음악)’을 <실험 연구 2> 처치도구

개발에도 배경음악으로 활용하였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서가 다른 2가지 유형의 교육영상에

배경음악을 통합하였고, 4가지 처치도구를 제작하였다[표 14]. ‘긍정

정서조화도 처치도구’는 내용 제시 순서와 관련 없이, 쟁점에 관한

긍정입장을 제시하는 부분에만 긍정 정서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쟁점에

관한 부정입장을 제시하는 부분에는 배경음악을 삽입하지 않은

교육영상이다. ‘부정 정서조화도 처치도구’도 내용 제시 순서와 관련

없이, 쟁점에 관한 부정입장을 제시하는 부분에만 부정 정서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쟁점에 관한 긍정입장을 제시하는 부분에는 배경음악을

삽입하지 않은 교육영상이다. 배경음악 볼륨을 음성 볼륨 대비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자막을 입력한 뒤 최종 영상을 추출하였다[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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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긍정 정서조화도 처치도구 부정 정서조화도 처치도구

찬성입장

우선

몰디브 리조트 개발 찬성입장

(+ Spring in my step)

몰디브 리조트 개발 반대입장

(+ 배경음악 없음)24)

몰디브 리조트 개발 찬성입장

(+ 배경음악 없음)

몰디브 리조트 개발 반대입장

(+ Destination unknown)25)

반대입장

우선

몰디브 리조트 개발 반대입장

(+ 배경음악 없음)

몰디브 리조트 개발 찬성입장

(+ Spring in my step)26)

몰디브 리조트 개발 반대입장

(+ Destination unknown)

몰디브 리조트 개발 찬성입장

(+ 배경음악 없음)27)

[표 14] <실험 연구 2> 처치도구 분류

4) <실험 연구 3> 처치도구 개발

<실험 연구 3>의 독립변인은 지역조화도이다. <실험 연구 3>의

처치도구 개발을 위해 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과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언어적

지역조화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은 음악의 제목, 가사를 통해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의 스케일은 대체로 작은 편이다. 앞에서 정리한 [표 8:

우리나라 지명 소재 대중가요]에서 중학생들이 특정 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 음악을 가진 지역을 분리하였다. 중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음악

노출 경험이 부족하여 연상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지만, ‘서울’,

‘부산’, ‘제주도’ 등을 묘사한 음악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현장 실험 연구가 계획된 학기의 수업 내용은 중학교 <사회 1> 지리

영역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사회 1> 8종 교과서에서 ‘서울’, ‘부산’,

‘제주도’와 관련된 사례지역 학습내용을 추출하였다[표 15].

24) 선 긍정입장의 긍정 정서조화도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K1V2K7S9TDs

25) 선 긍정입장의 부정 정서조화도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7FQHGdgpCLE

26) 선 부정입장의 긍정 정서조화도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sIBAsEv5lsE

27) 선 부정입장의 부정 정서조화도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IBYNH_8rG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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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 학습주제

서울

지리정보기술 활용, 위치 표현, 랜드마크, 지리정보, 시차 계산, 온대기

후, 온대계절풍 기후, 기후그래프, 북한산 지형경관, 도시홍수, 홍수 대

책(하천 생태화, 빗물 저장소 등), 다문화 경관 (이태원, 외국인 마을

등), 답사 계획, 에너지 충전소

부산
위치 표현, 여행 계획, 지리정보기술 활용, 온대기후, 기후그래프, 태종

대 지형경관, 해운대 지형경관, 태풍 피해, 해안 지역 관광산업

제주도

세계 자연 유산, 매력적인 지형경관, 화산지형 형성과정(한라산, 용암

동굴, 주상 절리, 화구호, 오름 등), 키위 재배, 올레길, 풍력발전, 지리

정보기술 활용, 기후그래프, 유채꽃 축제, 태풍 예보

[표 15] 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 및 학습주제

[표 15]를 기반으로 언어적 지역조화도 연구를 도와줄 O 중학교

수업교사와 협의하였다. 그 결과, 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 학습내용으로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을 선정하였다.

제주도와 관련된 학습주제가 지형단원에 집중되어 교육영상의 수업

활용이 용이하고,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으로 <제주도 푸른

밤>(최성원, 1988)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연상할 수 있는

대표 음악인 ‘제주도 푸른 밤’은 발표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많은 가수에

의해 여러 번 커버(cover) 및 리메이크(remake)되었고28), 대중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중학생들도 대체로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런데 가사가 있는 음악을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으로

활용할 경우,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교수자의 내레이션과 충돌하여

정보처리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의 분리 효과(split-attentio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Kalyuga et al., 1999). 그래서 ‘제주도 푸른 밤’의 노래

가사를 제외한 기악 버전(instrumental version, MR)29)을 배경음악으로

28) 제주도 푸른 밤(최성원, 1988)은 발표 이후 많은 국내 가수에 의해 여러 번 커버 및

리메이크되었다. 인공위성(1993), 이혜진(1999), 동물원(2001), 유리사장(2001), 성시경

(2004), 남아스떼(2012), 정엽(2012), 양희은&김예림(2013), 들국화(2013), 태연(2016),

사우스 카니발(2016), 오연준(2017), 소유(2017) 등의 앨범에 제주도 푸른 밤이 포함되

었다.

29) https://www.youtube.com/watch?v=iuJbfV2bg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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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반면,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과 낮은 지역조화도가

있는 음악으로 ‘울릉도 트위스트(이시스터즈, 1966)’를 선정하였다.

‘울릉도 트위스트’는 ‘제주도 푸른 밤’과 마찬가지로 섬을 묘사한

음악이지만, 중학생들이 대체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를

연상하지 않는다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도 트위스트’도

‘제주도 푸른 밤’과 마찬가지로 기악 버전을 활용하였다.

반면, 비언어적 지역조화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은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의 음악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문화로서의

음악이다. 그래서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은

음악 문화지역과 관련이 깊으며, 스케일이 대체로 크다. 앞에서 제시한

갈란드 백과사전도 지역의 음악적 전통을 반영한 음악 문화지역으로 각

권을 분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 1>의 단원은 ‘(2)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이하 ‘기후 단원’)’, ‘(4)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이하 ‘문화

단원’)’이다. 두 단원에서는 대륙적 스케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란드 백과사전에서 각 권으로 분류한 음악지역을 기준으로

기후 단원과 문화 단원에서 제시한 사례지역을 거칠게 분류하면 [표

16]과 같다.

그리고 [표 16]을 기반으로 비언어적 지역조화도 연구를 도와줄 H

중학교 수업교사와 협의하였다. 그 결과,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 학습내용으로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을

선정하였다. 건조기후지역을 대표하는 서남아시아의 음악은 독특한 리듬,

멜로디, 하모니, 악기, 연주법 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역의 음악과

구분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또한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은 <사회

1> ‘기후 단원’의 소단원으로 분류되어 교육영상의 수업 활용이

용이하였다.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과 높은 지역조화도가 있는

음악으로는 ‘Hüzzam Kanun Taksim(Ehl-i Keyif)’30)을 선정하였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vjJcU6nK8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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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의 전통 현악기 카눈(Kanun) 연주곡이며, 서남아시아의

음악적 전통을 반영하여, 건조기후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 음악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과 낮은

지역조화도가 있는 음악으로는 ‘Cinematic African World Percussion

Congas Wildlife Soundtrack 041’을 선택하였다. 해당 음악은

중앙아메리카의 타악기 콩가(conga) 연주곡이다. 콩가는 서아프리카

타악기 젬베(djembe)와 유사하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유입과 함께

중앙아메리카로 전파된 악기이다. 그러므로 콩가 연주곡은 열대

기후지역인 서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음악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후지역을 연상하지는 않는다고 예상하였다.

음악지역 사례지역(단원)

아프리카 열대 기후지역(기후), 건조기후지역(기후), 아프리카 문화지역(문화)

남아메리카 열대 기후지역(기후), 라틴아메리카 문화지역(문화)

북아메리카
온대 기후지역(기후), 냉대 기후지역(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지역

(기후), 지중해성 기후지역(기후),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문화)

동남아시아 열대 기후지역(기후), 동남아시아 문화지역(문화)

남아시아 열대 기후지역(기후), 인도 문화지역(문화)

서남아시아 건조기후지역(기후), 건조 문화지역(문화)

동아시아
온대 기후지역(기후), 냉대 기후지역(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지역

(기후), 동아시아 문화지역(문화)

유럽

온대 기후지역(기후), 냉대 기후지역(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지역

(기후), 지중해성 기후지역(기후), 유럽 문화지역(문화), 슬라브 문화

지역(문화)

오세아니아
열대 기후지역(기후), 건조기후지역(기후), 온대 기후지역(기후), 오

세아니아 문화지역(문화), 태평양 문화지역(문화)

[표 16] 비언어적 지역조화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지역

선정한 배경음악으로부터 학습자들도 동일한 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연구 1>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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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함께 진행되었다. 구글 폼즈(Google Forms)로 <사전 실험>을

위한 온라인 연구 도구를 제작하였고[붙임 6], 서울 D 중학교 1학년

2학급(50명) 학생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연구 도구를 통해

‘제주도 푸른 밤’과 ‘울릉도 트위스트’를 각각 듣고, “이 음악은 어떤

섬을 떠오르게 하나요?”에 응답하였다. 선택지는 우리나라 섬 중 면적

기준 10위 안에 들어가는 섬들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푸른

밤’을 들은 참여자들은 제주도(72%), 모르겠음(6%), 강화도(6%) 등을

선택하였고, ‘울릉도 트위스트’를 들은 참여자들은 울릉도(30%),

모르겠음(28%), 강화도(10%), 제주도(4%) 등을 선택하였다[그림 9]. 즉,

학습자 중 다수가 ‘제주도 푸른 밤’을 듣고 제주도를 연상하였고, ‘울릉도

트위스트’를 듣고 제주도를 연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도 지형경관

형성과정’ 교육영상에서 ‘제주도 푸른 밤’은 언어적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으로, ‘울릉도 트위스트’는 언어적 지역조화도가 낮은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9] <사전 실험>에서 언어적 지역조화도 처치도구 관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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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들은 ‘Hüzzam Kanun Taksim(이하 ‘카눈 연주곡’)’,

‘Cinematic African World Percussion Wildlife Congas Soundtrack

041(이하 ‘콩가 연주곡’)’을 각각 듣고, “이 음악은 어떤 기후지역을

떠오르게 하나요?”에 응답하였다. 선택지는 5개 기후지역(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이 5개 기후지역을 학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후경관 사진도 함께 제시하였다. ‘카눈 연주곡’을

들은 참여자들은 건조기후지역(82%), 온대기후지역(8%), 냉대기후지역

(8%) 등을 선택하였고, ‘콩가 연주곡’을 들은 참여자들은 열대기후지역

(84%), 건조기후지역(6%), 온대기후지역(4%) 등을 선택하였다[그림 10].

즉, 학습자들의 다수가 ‘카눈 연주곡’을 듣고 건조기후지역을

연상하였으며, ‘콩가 연주곡’을 듣고 건조기후지역을 연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교육영상에서 ‘카눈 연주곡’은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으로, ‘콩가 연주곡’은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가 낮은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0] <사전 실험>에서 비언어적 지역조화도 처치도구 관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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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영상 내레이션 대본을 작성하였다. 교과서 서술내용을

기반으로 ‘제주도 지형경관 형성과정’ 대본(675자)과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대본(905자)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실험 연구 1>, <실험

연구 2> 처치도구 개발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교육영상

화면을 구성하고, 오디오를 녹음한 뒤, 교육영상을 추출하였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Davinci Resolve 17)를 활용하여 파워포인트에서 추출한

교육영상에 배경음악을 통합하였고, 6가지 처치도구를 제작하였다[표

17].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 학습내용에 제주도를 연상하는

‘제주도 푸른 밤’이 삽입된 교육영상과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학습내용에 건조 지역을 연상하는 ‘카눈 연주곡’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고지역조화도 처치도구’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 학습내용에 ‘울릉도 트위스트’가 삽입된 교육영상과 ‘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 학습내용에 ‘콩가 연주곡’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저지역조화도 처치도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배경음악을 삽입하지 않은

교육영상은 ‘무지역조화도 처치 도구’로 분류하였다. 배경음악 볼륨을

음성 볼륨 대비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자막을 입력한 뒤 최종

영상을 추출하였다[붙임 5], [붙임 6].

구분
고지역조화도

처치도구

저지역조화도

처치도구

무지역조화도

처치도구

언어적

지역조화도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

(+제주도 푸른 밤)31)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

(+울릉도 트위스트)32)

제주도의 지형경관

형성과정

(+배경음악 없음)33)

비언어적

지역조화도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카눈 연주곡)34)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콩가 연주곡)35)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배경음악 없음)36)

[표 17] <실험 연구 3> 처치도구 분류

31) 제주도(언어적)의 고지역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6p_D5HmrinI

32) 제주도(언어적)의 저지역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6wadDzxHfug

33) 제주도(언어적)의 무지역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8Ul2aCltH5U

34) 건조 기후지역(비언어적)의 고지역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hVsuooIx2Uc

35) 건조 기후지역(비언어적)의 저지역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aoCr9iqQSqw

36) 건조 기후지역(비언어적)의 무지역조화 교육영상 URL: https://youtu.be/Jwe-zivD1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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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인과 측정도구

1) 기억

기억은 지각한 정보를 부호화(encoding)하여 저장(storage)하고

인출(retrieval)하는 능력이다(이정모 외, 2003, 137; 이수진, 2019, 369).

기억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학습 결과이다. 기억의 인출 방식은

재인(recognition)과 회상(recall)으로 구분된다. 재인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자극의 과거 경험 여부를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고, 회상은 기억한 정보를 스스로 인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경·이은지, 2018, 23). 일반적으로 재인이 회상보다는 쉬운 인출

과제이다(Clariana and Lee, 2001, 24). 그러나 재인과 회상은 난이도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인지 처리과정이 다르며, 인지 처리과정에서 활성화된

뇌 부위도 다르다(Allan and Rugg, 1997). 회상은 다시 보조회상(aided

recall)과 비보조회상(unaided recall, free recal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회상은 단서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회상하는 인출방식이고,

비보조회상은 별다른 단서 없이 기억한 정보를 회상하는 인출방식이다.

이러한 재인과 회상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보의 부호화와 저장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이수진, 2019, 371).

본 연구에서는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소로 재인과 보조 회상을

선정하였다. 비보조 회상은 회상을 위한 단서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는데,

측정도구 구성상 재인이나 보조 회상과 함께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인 측정을 위한 자극과 보조 회상

측정을 위한 단서를 텍스트 자료와 이미지 자료로 구분하였다. 즉,

배경음악 조화도의 영향을 받은 학습자의 기억을 텍스트

재인(text-recognition), 이미지 재인(image-recognition), 텍스트 보조

회상(text-aided recognition), 이미지 보조 회상(image-aided

recognition)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것이다(De Sa et al., 2013,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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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경음악이 텍스트 자료와 이미지 자료 중 어느 것과 더 긴밀하게

부호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재인 측정을 위해서는 진위형 문항을 많이

사용한다(박덕춘. 2012; 이수진, 2019). 이때 진위의 기준은 정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전에 제시된 자극에 해당 자극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 재인은 교육영상에서 설명한 문장과

설명하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방금 본 교육영상에서 설명된

문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미지 재인은 교육영상에서

삽입한 이미지와 삽입하지 않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방금 본

교육영상에서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학습자의

재인 정도는 재인율(recognition rate)로 수치화하였다. 재인율은 제시된

전체 자극 중 노출 여부를 정확히 분류한 자극의 수를 의미한다(오창우,

2014, 최영은·김태훈, 2016). 즉, [수식 1]과 같이 학습자의 재인율을

계산하였다. 재인 측정은 정답이 명확하므로 개별 학습자의 재인 점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 내에서 자동 채점되었다.

제시된자극의전체 수
노출여부를정확히분류한자극의수

 학습자의재인율
[수식 1] 재인율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보조 회상 측정을 위해서는 단서를 제공하고, 관련된

정보를 쓰거나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신철범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원격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된 정보를 쓰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텍스트 회상은

교육영상의 주요한 텍스트(키워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텍스트와

관련한 교육영상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미지 회상은 교육영상에 삽입된 주요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미지와 관련한 교육영상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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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학습자의 보조 회상의 정도는 보조 회상률(aided recall

rate)로 수치화하였다. 보조 회상률은 제시된 단서와 관련된 정보 중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회상하였는지를 의미한다(오창우, 2014; 김송희 등,

2021). 그래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은 [수식 2]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서와관련된전체의미단위의수
학습자가회상한의미단위의수

 학습자의보조회상률
[수식 2] 보조 회상률 계산 방법

단서 관련된 의미 단위 추출

텍스트

회상

§ 언어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함

§ 언어의 자유를 명시함

§ 주들이 자체 공식 언어를 지정함

§ 언어공동체 사이의 교류를 장려함

§ 복수 언어 사용을 지원함

텍스트

회상

§ 가축을 이끌고 이동하며 생활함

§ 가축으로부터 옷을 얻음

§ 가축으로부터 음식을 얻음

§ 이동식 가옥에서 생활함

이미지

회상

§ 성산일출봉

§ 화산 활동으로 형성됨

§ 수중에서 화산이 폭발함

§ 큰 화구가 형성됨

§ 육지와 연결됨

이미지

회상

§ 프랑스어 집단과 네덜란드어 집단

§ 언어집단 간의 갈등이 야기됨

§ 루뱅대학교가 분리됨

§ 도서관 장서까지 반으로 나눔

[표 18] 보조 회상 측정을 위한 의미 단위 추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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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보조 회상 측정을 위해 제시된 단서(텍스트,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 단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 단위는 지리 교사

2인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확인을 받아 확정하였다. 보조 회상

측정을 위한 단서, 해당 단서와 관련된 의미 단위 추출 사례의 일부를

제시하면 [표 18]과 같다. 추출된 의미 단위에 따라 연구자와 지리 교사

1인이 개별 학습자의 회상 점수를 채점하였다. 같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면 해당 점수를 확정하였고,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면

연구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점수를 확정하였다.

2) 학업적 흥미

학업적 흥미(academic interest)는 “특정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흥미”(김성일 등, 2008, 189)를 의미한다. 즉, 학업적

흥미는 특정 과제나 과목을 학습할 때 나타나는 인지와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 상태이다(봉미미 등, 2012). 학업적 흥미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목표, 학습 전략, 학습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효과이다(Hidi and Renninger, 2006; 최재영, 2017, 20). 학업적

흥미는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와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일 등, 2008). 상황적 흥미는 특정

활동이나 자극에 의해 즉각적으로 유발된 일시적이고 특수한 흥미를

의미한다(Krapp and Fink, 1992; Krapp, 2007). 반면, 개인적 흥미는

특정 과목이나 과업에 관해 개인이 성향으로 지니게 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흥미를 의미한다(Hidi, 1990; Krapp, 2007). Hidi and

Renninger(2006)는 흥미 발달 모델(model of interest development)을

제시하였는데, 특정 과목 활동에 의해 상황적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면, 해당 과목에 관한 개인적 흥미가 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황적 흥미는 교실에서 제시된 자극으로 유발된 주의집중과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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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Hidi, 1990).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상으로

유발된 상황적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상황적

흥미 척도를 실험 상황에 맞게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봉미미

등(2012)의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동기 관련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 검사를 마친

척도이며,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척도이다.

개인적 흥미는 학습자가 해당 학습내용이나 과목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Renninger, 2000). 개인적

흥미는 해당 수업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 경험의 누적을 통해

발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영상 처치 전 집단 간 개인적 흥미가

동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 개인적

흥미도를 동질성 측정문항에 포함하였다. 즉, 사전과 사후에 개인적

흥미도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사례지역

교육영상의 학습내용은 ‘학습지역’과 ‘학습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지역에 관한 개인적 흥미도와 학습주제에 관한 개인적 흥미도를

구분하였다. 학습 지역에 관한 개인적 흥미도(이하 ‘지역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원영(2011)이 지역 흥미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의 일부를 실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주제에 관한 개인적 흥미도(이하 ‘주제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해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개인적 흥미 척도를 실험 상황에 맞게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학업적 흥미도는 상황적

흥미도(이하 ‘상황 흥미도), 지역 흥미도, 주제 흥미도를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표 19]와 같으며, 리커트형(Likert-type)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37).

1점에는 ‘전혀 아니다’, 6점에는 ‘매우 그렇다’를 병기하였고, 나머지

점수에는 서술 항목을 병기하지 않았다.

37) 리커트(Likert) 척도의 응답 항목의 수는 홀수로 구성되며, 답항이 중간점을 기준으

로 대칭이어야 한다. 답항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아닌 짝수 척도는 리커트 척

도가 아니라 리커트형(Likert-type) 척도로 명명되는 것이 타당하다(Marsh-Richard,

20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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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흥미도 지역 흥미도 주제 흥미도

▪방금 본 교육영상은

나의 흥미를 유발하

였다.

▪방금 본 교육영상은

나의 주의를 끌었다.

▪방금 본 교육영상 시

청 시간은 금방 지나

갔다.

▪나는 학습 지역(예: 스

위스)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학습 지역(예: 스

위스)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는 학습 지역(예: 스

위스)를 여행하고 싶

다.

▪나는 학습주제(예: 문화의

공존)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학습주제(예: 문화의

공존)에 관한 새로운 내

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나는 학습주제(예: 문화의

공존)와 관련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다.

[표 19] 학업적 흥미 측정 문항

3) 태도 및 행동의도

태도(attitude)는 “어떤 독립적 대상에 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Eagly and Chaiken, 1993, 1). 즉,

태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관해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며(이정은,

2015, 349), 학습된 반응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태도의

대상에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도

포함된다. <실험 연구 2>의 학습내용인 쟁점 역시 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논픽션 영상 분야의 배경음악 조화도에 관한 논의에 기반하면,

배경음악 조화도는 학습자의 태도 및 가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창숙·임소혜, 2015; Herget and Albrecht, 2021). 그래서 <하위

가설 1-5>는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해당 정서 관련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가정한다. 즉, 긍정적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쟁점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부정적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쟁점에 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한다고 예상한 것이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는 태도와 함께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측정하고 있다(권예지·나은영, 2011; 추미애, 2014). 행동의도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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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행동을 하고자하는 의지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480).

합리적 행동이론(reasoned action theory)에서는 행동의도를 태도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38)의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고(Ajzen and Fishbein, 1980), 가치-태도-행동모델(VAB,

Value-Attitude-Behavior Model)39)에 기반한 많은 연구에서도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다(안주석, 2020). 즉, 행동의도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변인이며, 태도의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의도는 쟁점 학습 또는 가치

학습에서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태도와 함께 측정하였다.

쟁점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예지·나은영(2011)이 개발한

메시지에 대한 태도 척도의 일부를 실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권예지·나은영(2011)의 척도는 MacKenzie and Lutz(1989),

Batra and Ahtola(1991), 김재영·유승엽(2001)이 사용한 척도를 종합한

것으로, 미디어분야 연구인 김창숙·임소혜(2015) 등에도 사용된

척도이다. 또한 쟁점에 관한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안주석(2020)이

개발한 행동의도 측정 척도를 실험 상황에 맞게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안주석(2020)이 개발한 측정 척도는 관광분야 연구인

신혜원 외(2016), 오민재(2018), 윤설민·이충기(2018)에서 사용한 척도를

종합한 것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거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표 20]과 같으며,

리커트형(Likert-type)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태도와 행동의도는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문항은 긍정입장(찬성입장)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2문항은 부정입장

(반대입장)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38) 주관적 규범은 ‘의미 있는 타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개

인의 인식을 의미한다(이화행 등, 2015, 69).

39) 가치-태도-행동모델(VAB, Value-Attitude-Behavior Model)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

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모델로, 가치에서 태도, 태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설명한다(Homer and Kahl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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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행동의도

▪나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 찬성 입장이

마음에 든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 반대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이 몰디브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를 이용하여 몰

디브를 여행할 것이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 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을 지지하

는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나는 몰디브 리조트 광고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

[표 20] 태도 및 행동의도 측정 문항

4) 지각된 정서와 지각된 생생함

지각된 정서(perceived emotion)는 말 그대로 처해진 상황이나 제시된

자극에 관해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이다(Daly, 2018, 149). 즉,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내용으로부터 지각된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정서적 기억(emotional memory)이 중립적 기억보다 효과적인 기억임을

보고한다(남예은·이윤형, 2017). 이러한 현상은 정서의 우선성(emotion

primacy), 정서적 기억 향상(emotional memory enhancement) 등으로

불리며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지한솔, 2018). 그러므로

학습내용으로부터 지각된 정서는 정서적 기억이 되어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험 연구 1>을 통해 검증하는 <하위

가설 1-3>은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이 학습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를 강화할 것으로

가정한다. <사전 실험>의 결과, 학습자들은 긍정 정서 배경음악(Spring

in my step)으로부터 즐거움, 기쁨, 활력 등을 지각하였고, 부정 정서

배경음악(Destination unknown)으로부터 불안, 두려움, 반항 등을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학습내용의 교육영상에

긍정 정서 배경음악이 삽입되었을 경우, 긍정 정서를 더 강하게

지각하고, 부정적 학습내용의 교육영상에 부정 정서 배경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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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었을 경우,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험 연구 1>의 학습내용은 학습주제와 사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문화 공존’과 ‘문화 갈등’은 학습주제에 해당하고, ‘스위스’와

‘벨기에’는 사례지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주제에 대한

지각된 정서(이하 ‘지각된 주제 정서’)’, ‘사례지역에 대한 지각된

정서(이하 ‘지각된 지역 정서’)’를 측정한다. 지각된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성영신 등(1998)이 제작한 광고에 대한 감정반응 척도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해당 척도는 광고로부터 유발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를 보는 동안 특정 형용사(재미있다,

감동적이다 등)가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참여자들이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표 21]과 같으며, 리커트형(Likert-type)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주제 정서’와 ‘지각된 지역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문항은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관한

긍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2문항은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지각된 주제 정서 지각된 지역 정서

▪학습주제(예: 문화 공존)는 즐거운 현

상이다.

▪학습주제(예: 문화 공존)는 활력(긍정

적 에너지)이 있는 현상이다.

▪학습주제(예: 문화 공존)는 긴장되는

현상이다.

▪학습주제(예: 문화 공존)는 두려운 현

상이다.

▪사례지역(예: 스위스)는 즐거운 지역

이다.

▪사례지역(예: 스위스)는 활력(긍정적

에너지)이 있는 지역이다.

▪사례지역(예: 스위스) 긴장되는 지역

이다.

▪사례지역(예: 스위스)는 두려운 지역

이다.

[표 21] 지각된 정서 측정 문항

지각된 생생함(perceived vividness)은 제시된 정보에 관해 개인이

지각하는 생생함의 정도이다. 학습자가 제시된 매체에서 보다 풍성한

감각 정보를 지각하고(Steuer, 1992),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지각하며

(Wang et al., 2021), 보다 인상(impression)적이되, 관념(idea)적이지



- 86 -

않은 정보를 지각할 때(홍병선, 2020) 지각된 생생함은 높아질 수 있다.

음악은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를 표상하며, 지각된 생생함을

증진한다(Gates, 2021). 예를 들어, Herff et al.(2021)은 100명의

참여자에게 특정 장소 이미지를 보여준 뒤, 눈을 감고 화면의

장소로부터 여행하는 상상을 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침묵

속에서 상상하였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음악을 들으며 상상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여행의 생생함, 여행 거리 등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을 들은 집단이 음악을 듣지 않은 집단보다 여행을 더 생생하게

지각하였고, 여행 거리도 길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높은 지각된 생생함은

<이론적 논의>의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험 연구 3>을 통해 검증하는 <하위 가설 2-3>은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이 학습자의 지각된

생생함을 강화할 것으로 가정한다. 학습자의 지각된 생생함을 측정하는

문항은 Petrova and Cialdini(2005)가 개발한 정보의 생생함(vividness of

information) 척도의 일부를 실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처치도구로 사용된 광고 정보의 생생함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Petrova and Cialdini, 2005), 김장현·요시모토코지(2017)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생생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표 22]와 같으며, 리커트형(Likert-type)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생생함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예: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 관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예: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 관해 선명한 이미지를 남겼다.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예: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표 22] 지각된 생생함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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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인과 동질성 측정도구

동질성 측정을 위한 변인에는 주제 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사전),

학습 자기효능감, 음악 흥미도가 포함된다. 주제 흥미도와 지역 흥미도는

<종속변인과 측정도구>의 <학업적 흥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 흥미도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1) 학습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schunk, 1991; Bong and Skaalvik, 2003). 많은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정혜윤 등, 2011; 김성앙·조규판, 2018). 예를 들어,

김진희·서샛별(2020)은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 수집한 3년 치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하였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인식, 학교적응 중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학생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서로 다른 교육영상을 처치한 후,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봉미미 등, 2012). 학습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은 학습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분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Schunk, 1996). 수행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performance)은 특정 과목이나 과제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Schunk, 1996). 본 연구는 학습자의 수행이 아닌 기억, 흥미, 태도 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 자기효능감을 동질성 측정도구에

포함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봉미미 등(2012)이 개발한 학습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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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척도를 실험 상황에 맞게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학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표 23]과 같으며,

리커트형(Likert-type)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학습 자기효능감 측정은

교육영상에 의한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되었다.

2) 음악 흥미도

음악 흥미도(music interest)는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경험하면서 음악에 관해 가지게 된 긍정 정서, 적극적 태도 등을

의미한다(권슬기, 2016, 9). 즉, 음악 흥미도는 개인적 흥미도의 일종으로,

음악활동에 관여하려는 긍정적 정서와 능동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변인이다(Radocy and Boyle, 2003, 356). 연구의 참여하는 학습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본 연구는 배경음악을 활용한 연구이다.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의 음악 전문성, 음악 선호도 등이 배경음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Velasco and Hirumi, 2020,

2827). 그러므로 음악 흥미도가 높은 학습자는 배경음악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음악 흥미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권슬기(2016)는 Linnenbrink-Garcia et al.(2010)이 제작한 개인적

흥미도 측정 도구를 음악 흥미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슬기(2016)가 사용한 척도의 일부를 실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음악 흥미도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음악

흥미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위 [표 23]과 같으며, 리커트형

(Likert-type)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음악 흥미도를 교육영상에

의한 처치 이전에 측정하면, 학습자들이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음악 흥미도

측정은 교육영상에 의한 처치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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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기효능감 음악 흥미도

▪나는 사회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자

신이 있다.

▪나는 사회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자

료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사회 수업 내용 중 무엇이 중요

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

[표 23] 동질성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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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 실험 연구 1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실험 연구1>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특별시 J 중학교 1학년 학생

113명과 서울특별시 B 중학교 1학년 학생 139명이다. J 중학교 학생은

‘스위스의 언어 공존’ 교육영상 연구에 참여하였고, B 중학교 학생은

‘벨기에의 언어 갈등’ 교육영상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중 설문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3명), 선택형 문항에서 10문항 이상 동일한 번호로만

응답한 학생(5명), 회상 문항에서 총 응답 글자 수가 10자 미만이거나

문항과 관련 없는 응답만 기입한 학생(15명)을 제외하고 총 229명의

학생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24]와 같으며, J

중학교 남학생 48명, J 중학교 여학생 54명, B 중학교 남학생 57명, B

중학교 여학생 70명이 <실험 연구1>에 참여하였다.

집단 남 여 계

고조화

음악집단

J 중학교

(스위스의 언어 공존)
17 17 34

B 중학교

(벨기에의 언어 갈등)
18 20 38

저조화

음악집단

J 중학교

(스위스의 언어 공존)
16 20 36

B 중학교

(벨기에의 언어 갈등)
16 28 44

무조화

음악집단

J 중학교

(스위스의 언어 공존)
15 17 32

B 중학교

(벨기에의 언어 갈등)
23 22 45

전체 105 124 229

[표 24] <실험 연구 1> 연구대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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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연구가 실시되기 전, 연구자는 J 중학교 수업교사와 B 중학교

수업교사에게 연구 방법과 연구 의미를 설명하였고, 구글 폼즈(Google

Forms)로 제작한 ‘온라인 연구 도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공유하였다. 실제 연구는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사회

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1> ‘(4)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단원 수업 첫

시간에 진행되었다. 수업 시작과 함께 J 중학교 수업교사와 B 중학교

수업교사 모두 원격 화상화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학생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문화

갈등과 문화 공존에 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온라인 연구 도구’ URL을 원격수업 채팅창으로 공유하였다. 학생들은

URL40)을 클릭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붙임 7], [붙임 8].

학생들은 ‘온라인 연구 도구’의 첫 페이지에서 연구 참여 동의 1문항,

성별 응답 1문항, 동질성 측정도구 9문항(주제 흥미도(사전) 3문항, 지역

흥미도(사전) 3문항,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3문항), 자신이 태어난 날

1문항에 응답하였다. 자신이 태어난 날 응답에 따라 학생들은

고정서조화도 집단, 저정서조화도 집단, 무정서조화도 집단으로 무선

배치되어41), 교육영상을 시청하였다[표 25]. 이어서 지각된 정서

측정도구 8문항(지역 정서 4문항, 주제 정서 4문항), 흥미 측정도구

9문항(주제 흥미도 3문항, 지역 흥미도 3문항, 상황적 흥미도 3문항),

기억 측정도구 14문항(텍스트 재인 5문항, 이미지 재인 5문항, 텍스트

40) <실험 연구 1> 온라인 연구 도구(스위스) URL: https://forms.gle/kU1zU6nt9HBQck4v7

<실험 연구 1> 온라인 연구 도구(벨기에) URL: https://forms.gle/uufxjxthibbsdF4v5

41) Excel의 1열에 태어난 날인 1일부터 31일까지 입력하였고, 2열에 난수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난수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1~10번째 열은 고조화음악 집단, 11~20번째 열은

저조화음악 집단, 21 ~31번째 열은 무음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별

로 새로운 난수를 생성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B중학교의 경우 3일, 5일,

7일, 13일, 15일, 18일, 22일, 26일, 27일, 29일이 고조화음악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2

일, 4일, 10일, 14일, 17일, 19일, 21일, 23일, 28일, 30일은 저조화음악 집단으로 분류

되었고, 1일, 6일, 8일, 9일, 11일, 12일, 16일, 20일, 24일, 25일, 31일은 무음악집단으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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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2문항, 이미지 회상 2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동질성 측정도구인

음악 흥미도 3문항에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연구 참여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온라인 연구 도구’의 URL을 클릭한 후 설문 응답

제출까지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정서조화도 집단

(이하 ‘고조화’)

저정서조화도 집단

(이하 ‘저조화’)

무정서조화도 집단

(이하 ‘무조화’)

J

중학교

스위스의언어공존영상

+ 긍정적배경음악

스위스의언어공존영상

+ 부정적배경음악

스위스의언어공존영상

+ 배경음악없음

B

중학교

벨기에의언어갈등영상

+ 부정적배경음악

벨기에의언어갈등영상

+ 긍정적배경음악

벨기에의언어갈등영상

+ 배경음악없음

[표 25] <실험 연구 1>의 연구 집단과 처치도구

(3) 분석방법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구글 폼즈(Google Forms)에

자동적으로 수집되었다. 응답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MS Office Excel

2013로 정리하였다, 학습자가 리커트식 6점 척도로 응답한 흥미와

지각된 정서에 관한 응답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억 영역의 응답은

별도의 채점이 필요하였다. 재인 문항은 구글 폼즈에서 정답을 지정하여

자동적으로 채점되었고, 회상 문항은 연구자와 지리 교사 1인이

채점하였다. 같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면 해당 점수를 확정하였고,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면 연구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점수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설계>의 <기억>에서 제시한대로, 개별

학습자의 재인율과 회상률을 계산하였다.

<실험 연구1>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5를 활용하였고,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 각 항목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동질성

측정도구, 흥미 측정도구, 지각된 정서 측정도구의 각 설문영역별로 내적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지각된 정서 측정도구의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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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둘째,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질성 측정도구인 주제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음악흥미도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Levene의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통해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하위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기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텍스트 재인, 이미지 재인,

텍스트 회상, 이미지 회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하위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흥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주제 흥미도, 지역 흥미도, 상황 흥미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하위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지각된 정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지각된 주제 정서, 지각된 지역 정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설 검증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변수에

관해서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하위 가설 검증에서 ‘스위스의 언어 공존’ 교육영상을

시청한 학습자와 ‘벨기에의 언어 갈등’ 교육영상을 시청한 학습자를

구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기억, 흥미, 지각된

정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SPSS 25로 추출한 기술통계량을

기반으로 Excel 2013을 이용하여 효과크기인 에타 제곱(η2)42)을

계산하였다. Cohen(1988)은 에타제곱 해석의 기준으로 작은(smal)

효과크기 .01, 중간(medium) 효과크기 .06, 큰(large) 효과크기 .14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01 이상 .06 미만은 작은 효과크기, .06 이상 .14미만은 중간

효과크기, .14 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42) 에타제곱은 집단간 제곱합을 전체 제곱합으로 나눈 값(SSbetween/SStotal)이다(김세형,

2015, 966). 에타제곱은 분산 정도와 관련된 효과크기의 일종으로, 만약 특정 변인의

에타제곱이 .15라면, 해당 변인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전체 변량의 15%를 설명한

다는 의미이다(김민성. 201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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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측정도구 신뢰도 및 동질성 분석 결과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동질성 측정도구와

흥미 측정도구의 모든 항목은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코딩 문항이 존재하는 지각된 정서 측정도구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활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이며, 문항 삭제

시 크롬바흐 알파 값(Cronbach’s α)은 더 낮게 예측되어 문항 제거 없이

모두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분류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동질성

측정도구

주제흥미도(사전) 3 .924

지역 흥미도(사전) 3 .854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3 .921

음악흥미도 3 .913

흥미

측정도구

주제 흥미도 3 .925

지역 흥미도 3 .870

상황적 흥미도 3 .870

지각된 정서

측정도구

주제 정서 4 .740

지역 정서 4 .819

[표 26] <실험 연구 1> 내적 신뢰도 검증 결과

각 집단의 동질성 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배경음악 조화도에

따른 집단별 주제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 사회학습효능감,

음악흥미도의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각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Levene의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각 변인에 관한

세 집단의 분산은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등분산성 가정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한 후, 하위 가설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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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주제 흥미도

(사전)

고조화 72 4.320 1.230

.366 .694저조화 80 4.400 1.155

무조화 77 4.234 1.268

지역 흥미도

(사전)

고조화 72 4.093 1.383

1.032 .358저조화 80 4.121 1.378

무조화 77 3.836 1.305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고조화 72 4.227 1.081

1.549 .215저조화 80 4.354 1.028

무조화 77 4.039 1.256

음악흥미도

고조화 72 4.893 1.181

1.327 .267저조화 80 5.133 0.976

무조화 77 4.849 1.352

[표 27] <실험 연구 1> 집단 간 동질성 측정 결과

(2) <하위 가설 1-1>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기억’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의 ‘텍스트 재인율’은

문항에서 제시된 5개의 문장에 관한 학습자의 재인율을 의미하고,

‘이미지 재인율’은 문항에서 제시된 5개의 이미지에 관한 학습자의

재인율을 의미한다. ‘텍스트 회상률’은 문항에서 제시된 2개의 키워드에

관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을 의미하고, ‘이미지 회상률’은 문항에서

제시된 2개의 이미지에 관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을 의미한다. 기억

종합은 텍스트 재인율, 이미지 재인율, 텍스트 회상률, 이미지 회상률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1]는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텍스트 재인율 평균값, 이미지 재인율 평균값, 텍스트 회상률 평균값,

이미지 회상률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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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η2

긍정

학습

내용

(스위스)

텍스트

재인율

고조화(A) 34 0.753 0.203
0.134 0.0027저조화(B) 36 0.767 0.227

무조화(C) 32 0.781 0.235

이미지

재인율

고조화(A) 34 0.829 0.221
0.635

0.0127

(작은 효과)
저조화(B) 36 0.833 0.277
무조화(C) 32 0.888 0.190

텍스트

회상률

고조화(A) 34 0.262 0.168
0.065 0.0013저조화(B) 36 0.256 0.176

무조화(C) 32 0.270 0.136

이미지

회상률

고조화(A) 34 0.464 0.250
0.387 0.0078저조화(B) 36 0.538 0.633

무조화(C) 32 0.459 0.234

기억

종합

고조화(A) 34 0.576 0.170
0.143 0.0029저조화(B) 36 0.597 0.237

무조화(C) 32 0.598 0.145

부정

학습

내용

(벨기에)

텍스트

재인율

고조화(A) 38 0.832 0.211
0.801

0.0127

(작은 효과)
저조화(B) 44 0.786 0.226
무조화(C) 45 0.769 0.248

이미지

재인율

고조화(A) 38 0.832 0.244
0.458 0.0073저조화(B) 44 0.782 0.239

무조화(C) 45 0.787 0.281

텍스트

회상률

고조화(A) 38 0.359 0.253 3.444*

(A > B)

0.0526

(작은 효과)
저조화(B) 44 0.213 0.236
무조화(C) 45 0.300 0.276

이미지

회상률

고조화(A) 38 0.387 0.250
0.024 0.0004저조화(B) 44 0.372 0.486

무조화(C) 45 0.386 0.272

기억

종합

고조화(A) 38 0.602 0.186
1.065

0.0169

(작은 효과)
저조화(B) 44 0.538 0.210
무조화(C) 45 0.559 0.204

종합

텍스트

재인율

고조화(A) 72 0.794 0.210
0.173 0.0015저조화(B) 80 0.778 0.225

무조화(C) 77 0.774 0.241

이미지

재인율

고조화(A) 72 0.831 0.232
0.258 0.0023저조화(B) 80 0.805 0.257

무조화(C) 77 0.829 0.251

텍스트

회상률

고조화(A) 72 0.313 0.221
2.759

0.0238

(작은 효과)
저조화(B) 80 0.232 0.211
무조화(C) 77 0.288 0.228

이미지

회상률

고조화(A) 72 0.423 0.251
0.133 0.0012저조화(B) 80 0.447 0.559

무조화(C) 77 0.416 0.258

기억

종합

고조화(A) 72 0.590 0.178
0.318 0.0028저조화(B) 80 0.565 0.223

무조화(C) 77 0.575 0.182

[표 28] <하위 가설 1-1>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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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위 가설 1-1> 분석 결과 그래프

학습내용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

학습내용(스위스)에서는 세 집단 간의 일관성 있는 순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지 재인율(η2=0.0127)이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설과는 다르게 무조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도 없었다.

둘째, 부정적 학습내용(벨기에의 언어 갈등)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의 기억이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텍스트 재인율(η2=0.0127), 텍스트 회상률(η2=0.0526),

기억 종합 (η2=0.0169)이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텍스트 회상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cheffé의 사후분석

결과, 텍스트 회상률은 고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종합적으로는 고조화 집단의 기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항목이 많지만, 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텍스트 회상률

(η2=0.0238)은 작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순서는 고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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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 무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억 종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의 기대와

달리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높은 정서조화도의

배경음악을 삽입한다고 학습자의 기억이 향상되지 않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긍정 학습내용과는 달리 부정

학습내용에서는 고조화 집단이 저조화 집단이나 무조화 집단보다 모든

항목에서 기억 점수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부정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 편향(negativity bias)은 부정 자극의 기억 수행이 중립 자극

또는 긍정 자극보다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Taylor, 1991;

Baumeister et al., 2001). 즉, 부정 학습내용에서의 고조화 집단은 부정

학습내용을 더욱 부정적으로 접한 집단으로, ‘부정 편향’이 발생해 기억

수행이 우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리 학습내용 중에는 각종 갈등,

분쟁, 문제 등 부정 정서를 전달하는 학습내용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일반 교실에서 사실 중심으로 담백하게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부정 학습내용에 관한 부정 정서를 강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의 기억에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저조화 집단은 무조화 집단보다 학습자의 기억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활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에서는

학습내용에 관한 고민이나 특별한 기준 없이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그냥’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은 학습자의 기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조화 집단은 이미지 기억보다

텍스트 기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배경음악 조화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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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에서 언급한 Baddeley의 작업기억 모형의 설명에

부합한다(Baddeley, 2000). 즉, 배경음악은 다른 청각정보, 언어정보와

같은 음운루프 체계에서 함께 다루어지며, 부호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텍스트 정보의 부호화가 이미지 정보의

부호화보다 약화되어 텍스트 기억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3) <하위 가설 1-2>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흥미’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의 ‘주제 흥미도’는

학습주제인 문화 공존 또는 문화 갈등에 관한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도로, 이를 측정하는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지역 흥미도’는 학습 사례지역인 스위스 또는 벨기에에 관한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도로, 이를 측정하는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상황 흥미도는 교육영상으로 유발된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도로, 이를 측정하는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흥미 종합은 주제 흥미도, 지역 흥미도, 상황 흥미도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2]은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주제 흥미도 평균값,

지역 흥미도 평균값, 상황 흥미도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학습내용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 학습내용

(스위스의 언어 공존)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의 흥미가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제 흥미도

(η2=0.0414)와 상황 흥미도 (η2=0.0359)는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 흥미도 (η2=0.0751)와 흥미 종합(η2==0.0611)은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지역

흥미도와 흥미 종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지역 흥미도는 고조화 집단 > 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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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구분되었고, 흥미 종합은 구분되지 않았다.

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η2

긍정

학습

내용

(스위스)

주제

흥미도

고조화(A) 34 4.500 1.012

2.137
0.0414

(작은 효과)
저조화(B) 36 3.963 1.309

무조화(C) 32 3.979 1.312

지역

흥미도

고조화(A) 34 4.980 0.816
4.018*

(A > B)*
0.0751

(중간 효과)
저조화(B) 36 4.296 1.219

무조화(C) 32 4.438 1.086

상황

흥미도

고조화(A) 34 4.460 1.012

1.844
0.0359

(작은 효과)
저조화(B) 36 3.964 1.244

무조화(C) 32 3.979 1.365

흥미

종합

고조화(A) 34 4.647 0.790

3.221*
0.0611

(중간 효과)
저조화(B) 36 4.074 1.155

무조화(C) 32 4.133 1.097

부정

학습

내용

(벨기에)

주제

흥미도

고조화(A) 38 4.184 1.164

0.299 0.0048저조화(B) 44 4.030 1.224

무조화(C) 45 3.993 1.141

지역

흥미도

고조화(A) 38 4.008 1.451

0.444 0.0071저조화(B) 44 4.015 1.364

무조화(C) 45 3.778 1.217

상황

흥미도

고조화(A) 38 4.605 1.079

2.789
0.0430

(작은 효과)
저조화(B) 44 4.136 1.264

무조화(C) 45 3.993 1.280

흥미

종합

고조화(A) 38 4.266 1.123

0.984
0.0156

(작은 효과)
저조화(B) 44 4.061 1.169

무조화(C) 45 3.920 1.070

종합

주제

흥미도

고조화(A) 72 4.333 1.099

2.007
0.0174

(작은 효과)
저조화(B) 80 4.000 1.255

무조화(C) 77 3.987 1.206

지역

흥미도

고조화(A) 72 4.467 1.283

2.214
0.0192

(작은 효과)
저조화(B) 80 4.142 1.300

무조화(C) 77 4.052 1.202

상황

흥미도

고조화(A) 72 4.537 1.043
4.514*

(A > C)*
0.0384

(작은 효과)
저조화(B) 80 4.059 1.250

무조화(C) 77 3.987 1.307

흥미

종합

고조화(A) 72 4.446 0.992
3.573*

(A > C)*
0.0307

(작은 효과)
저조화(B) 80 4.067 1.155

무조화(C) 77 4.008 1.079

[표 29] <하위 가설 1-2>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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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위 가설 1-2> 분석 결과 그래프

둘째, 부정 학습내용(벨기에의 언어 갈등)에서는 고조화 집단의 흥미가

지역 흥미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높았으나, 그 차이가 긍정

학습내용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중 상황 흥미도(η2=0.0430)와

흥미 종합(η2=0.0156)이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없었다.

셋째, 종합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 저조화 집단, 무조화

집단 순으로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제 흥미도(η2=0.0174), 지역

흥미도(η2=0.0192), 상황 흥미도(η2=0.0384), 흥미 종합(η2=0.0307)에서

모두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상황 흥미도, 흥미

종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상황 흥미도와 흥미 종합 모두 고조화 집단 > 무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흥미 종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위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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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고조화 집단의 흥미가 무조화 집단 또는 저조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즉,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학습자의 기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학습자의 흥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 증진을 위해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황 흥미도가 주제 흥미도나 지역 흥미도보다 정서조화도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속변인과 측정도구>에서

논의한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의 개념적 구분에 부합한다. 개인적

흥미인 주제 흥미도나 지역 흥미도는 일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상황적 흥미와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흥미이기 때문이다(Krapp,

2007). Hidi and Renninger(2006)의 흥미 발달 모델에 따르면,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으로 유발된 상황적

흥미를 주제 흥미도나 지역 흥미도와 같은 개인적 흥미로 발달시키기

위한 추후 활동의 기획이 필요하다.

셋째, 긍정 학습내용에서 고조화 집단의 지역 흥미도가 저조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이다. 부정 학습내용에서는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배경음악이 있는 저조화 집단의 흥미도가

배경음악이 없는 무조화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긍정 학습내용의

흥미도는 저조화 집단이 무조화 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흥미가 ‘인지와 정서의 집합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우연경, 2012, 1181; 최재영, 2017, 21). 긍정

학습내용에서 저조화 집단은 부정적 배경음악을 통해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관한 긍정적 정서가 약화되었고, 학습자는 약화된 긍정적

정서를 학업적 흥미의 감소로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

학습내용에서 저조화 집단은 긍정적 배경음악을 통해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관한 부정적 정서가 약화되었고, 학습자는 약화된 부정적

정서를 학업적 흥미의 증가로 수용하였을 것이다. 즉, 이러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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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의 인지적 측면의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긍정적 정서를 위해 긍정적인 배경음악만

사용하기보다는 학습내용과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하위 가설 1-3>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지각된 정서’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의 ‘지각된 주제 정서’는

학습주제인 문화 공존 또는 문화 갈등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이다. 이는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를 측정한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점수, 이와 상반된 정서를 측정한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역코딩한 점수 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긍정적 학습주제에

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는지, 부정적 학습주제에 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지각된 지역 정서’는

학습 사례지역인 스위스 또는 벨기에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이다.

이는 학습내용이 전달하는 정서를 측정한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점수,

이와 상반된 정서를 측정한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역코딩한

점수 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긍정적 학습주제에 활용된

사례지역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는지, 부정적 학습주제에 활용된

사례지역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지각된

정서’는 지각된 주제 정서, 지각된 지역 정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지각된 주제 정서와 지각된

지역 정서의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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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η2

긍정

학습

내용

(스위스)

지각된

주제 정서

고조화(A) 34 5.118 0.767
4.162*

(A > B)*
0.0776

(중간 효과)
저조화(B) 36 4.542 0.807

무조화(C) 32 4.820 0.929

지각된

지역 정서

고조화(A) 34 4.890 0.819

2.012
0.0391

(작은 효과)
저조화(B) 36 4.542 0.733

무조화(C) 32 4.844 0.818

지각된

정서 종합

고조화(A) 34 5.006 0.730
3.363*

(A > B)*
0.0636

(중간 효과)
저조화(B) 36 4.544 0.695

무조화(C) 32 4.834 0.838

부정

학습

내용

(벨기에)

지각된

주제 정서

고조화(A) 38 4.967 0.810

1.202
0.0190

(작은 효과)
저조화(B) 44 4.722 0.860

무조화(C) 45 4.722 0.776

지각된

지역 정서

고조화(A) 38 3.678 1.164

0.387 0.0062저조화(B) 44 3.489 0.858

무조화(C) 45 3.578 0.892

지각된

정서 종합

고조화(A) 38 4.325 0.667

1.141
0.0181

(작은 효과)
저조화(B) 44 4.108 0.699

무조화(C) 45 4.152 0.674

종합

지각된

주제 정서

고조화(A) 72 5.038 0.788
4.594*

(A > B)*
0.0391

(작은 효과)
저조화(B) 80 4.641 0.836

무조화(C) 77 4.763 0.839

지각된

지역 정서

고조화(A) 72 4.250 1.179

1.380
0.0121

(작은 효과)
저조화(B) 80 3.963 0.957

무조화(C) 77 4.104 1.062

지각된

정서 종합

고조화(A) 72 4.647 0.772
3.777*

(A > B)*
0.0323

(작은 효과)
저조화(B) 80 4.304 0.726

무조화(C) 77 4.436 0.815

[표 30] <하위 가설 1-3>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 < .05

학습내용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

학습내용(스위스의 언어 공존)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 무조화

집단, 저조화 집단 순으로 지각된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지역

정서(η2=0.0391)는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각된

주제 정서(η2=0.0776)와 지각된 정서 종합(η2=0.0636)은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 효과크기를 보인 지각된 주제 정서와

지각된 정서 종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 105 -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지각된 주제 정서와 지각된 정서 종합 모두

고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13] <하위 가설 1-3> 분석 결과 그래프

둘째, 부정 학습내용(벨기에의 언어 갈등)에서는 고조화 집단의 지각된

정서가 높았고, 무조화 집단과 저조화 집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집단 간의 차이가 긍정 학습내용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지각된 주제

정서(η2=0.0190), 지각된 정서 종합(η2=0.0181)에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종합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 무조화 집단, 저조화

집단 순으로 지각된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주제 정서(η2=0.0391),

지각된 지역 정서(η2=0.0121), 지각된 정서 종합(η2=0.0323) 모두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지각된 주제 정서, 지각된

정서 종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지각된 주제 정서와 지각된 정서 종합 모두 고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지각된 정서 종합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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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위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고조화 집단의 지각된 정서가 저조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즉,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를 강화하고, 정서조화도가 낮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를 약화한다. 다시 말해, 배경음악의 정서는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관한 정서로 전이(transfer)될 수 있다. 이는

배경음악을 통해 지리학습에서 필요한 정서를 유발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염, 갈등, 분쟁 등과 같은 부정적

학습주제에 관해 설명할 때, 정서조화도가 높은 부정적 배경음악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부정적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인할 수 있다.

Revell and Wainwright(2009)에 의하면, 이러한 학습자의 울화통

(passion)은 학습자의 몰입과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지역 정서보다 지각된 주제 정서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이다. 지각된 지역 정서의 경우, 긍정 학습내용과 부정

학습내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사례지역을 학습주제에 비해 상대적인 중립자극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배경음악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서를 사례지역보다는 학습

주제에 더 많이 전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례지역 교육영상에서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배경음악을 삽입하였을 때, 부정 정서가 해당

지역 자체에 관한 부정 정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부정 학습내용보다 긍정 학습내용에서 지각된 정서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부정 학습내용보다 긍정 학습내용에서

지각된 정서의 평균값도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배경음악으로 유발된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보다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더 많이 전이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배경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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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연구 2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실험 연구 2>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특별시 C 중학교43) 1학년 학생

76명과 서울특별시 B 중학교 1학년 학생 114명이다. 이중 설문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2명), 선택형 문항에서 10문항 이상 동일한 번호로만

응답한 학생(2명), 회상 문항에서 총 응답 글자 수가 10자 미만이거나

문항과 관련 없는 응답만 기입한 학생(7명)을 제외하고 총 179명의

학생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31]와 같으며, C

중학교 여학생 75명, D 중학교 남학생 37명, D 중학교 여학생 67명이

<실험 연구 2>에 참여하였다.

집단 순서 학교 남 여 계

긍정

정서조화도

집단

선 긍정입장

후 부정입장

C 중학교 · 20
46

D 중학교 10 16

선 부정입장

후 긍정입장

C 중학교 · 18
46

D 중학교 10 18

부정

정서조화도

집단

선 긍정입장

후 부정입장

C 중학교 · 17
45

D 중학교 9 19

선 부정입장

후 긍정입장

C 중학교 · 20
42

D 중학교 8 14

전체 37 142 179

[표 31] <실험 연구 2> 연구대상의 구성

43) C 중학교는 여자중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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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연구가 실시되기 전, 연구자는 C 중학교 수업교사와 D 중학교

수업교사에게 연구 방법과 연구 의미를 설명하였고, 구글 폼즈(Google

Forms)로 제작한 ‘온라인 연구 도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공유하였다. 실제 연구는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사회

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1> ‘(3)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단원 수업 첫

시간에 진행되었다. 수업 시작과 함께 C 중학교 수업교사와 D 중학교

수업교사 모두 원격 화상화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학생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해안지역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온라인 연구 도구’

URL을 원격수업 채팅창으로 공유하였다. 학생들은 URL44)을 클릭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붙임 9].

학생들은 ‘온라인 연구 도구’의 첫 페이지에서 연구 참여 동의 1문항,

성별 응답 1문항, 동질성 측정도구 6문항(지역 흥미도(사전) 3문항,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3문항), 자신이 태어난 날 1문항에 응답하였다.

자신이 태어난 날 응답에 따라 학생들은 긍정 정서조화도 집단(선

긍정입장), 긍정 정서조화도 집단(선 부정입장), 부정 정서조화도 집단(선

긍정입장), 부정 정서조화도 집단(선 부정입장)으로 무선 배치되어,

교육영상을 시청하였다[표 32]. 이어서 태도 및 행동의도 측정도구

8문항(긍정입장 태도 2문항, 부정입장 태도 2문항, 긍정입장 행동의도

2문항, 부정입장 행동의도 2문항), 기억 측정도구 12문항(긍정입장 재인

4문항, 부정입장 재인 4문항, 긍정입장 회상 2문항, 부정입장 회상

2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동질성 측정도구인 음악 흥미도 3문항에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연구 참여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온라인 연구 도구’의 URL을 클릭한 후 설문 응답 제출까지 15-20분

44) <실험 연구 2> 온라인 연구 도구 URL: https://forms.gle/CZQ3vQPEQ8n1LtK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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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집단

긍정 정서조화도 집단

(이하 ‘긍정 조화’)

부정 정서조화도 집단

(이하 ‘부정 조화’)

선 긍정입장 선 부정입장 선 긍정입장 선 부정입장

영상

구성

긍정입장(찬성)

+긍정적 배경음악

부정입장(반대)

+배경음악 없음

부정입장(반대)

+배경음악 없음

긍정입장(찬성)

+긍정적 배경음악

긍정입장(찬성)

+배경음악 없음

부정입장(반대)

+부정적 배경음악

부정입장(반대)

+부정적 배경음악

긍정입장(찬성)

+배경음악 없음

[표 32] <실험 연구 2>의 연구 집단과 처치도구

(3) 분석방법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구글 폼즈(Google Forms)에

자동적으로 수집되었다. 응답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MS Office Excel

2013으로 정리하였다, 학습자가 리커트식 6점 척도로 응답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관한 응답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억 영역의 응답은 <실험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채점하고, 개별 학습자의 재인율과 회상률을

계산하였다.

<실험 연구1>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5를 활용하였고,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 각 항목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동질성

측정도구, 태도 및 행동의도 측정도구의 각 설문영역별로 내적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질성 측정도구인 주제 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사전),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음악흥미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하위

가설 1-4>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기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긍정입장 재인, 부정입장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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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입장 회상, 부정입장 회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하위 가설

1-5>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긍정입장 태도, 부정입장 태도, 긍정입장

행동의도, 부정입장 행동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하위 가설 검증에서 긍정입장을

먼저 제시한 집단과 부정입장을 먼저 제시한 집단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기억, 태도 및 행동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SPSS 25로 추출한 기술통계량을 기반으로 Excel

2013을 이용하여 효과크기인 Cohen's d45)를 계산하였다[표 33].

Cohen(1988)은 Cohen's d의 기준으로 작은(smal) 효과크기 .20,

중간(medium) 효과크기 .50, 큰(large) 효과크기 .80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20 이상 .50 미만은 작은 효과크기, .50 이상

.80 미만은 중간 효과크기 .80 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Cohen's d 계산 수식 통합표준편차 계산 수식

 




 


  

 
 



[표 33] 효과크기(Cohen's d) 계산 수식

2) 연구결과

(1) 측정도구 신뢰도 및 동질성 분석 결과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4]와 같다. 측정도구의

45) Cohen's d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통합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황성동, 2015, 69).

Cohen's d는 표준화된 차이와 관련된 효과 크기의 일종으로, 서로 다른 연구물의 효

과 비교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김민성. 201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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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항목이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부정입장 행동의도 항목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부정입장

행동의도의 2번 문항(‘나는 몰디브 리조트 광고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이 1번 문항(‘나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을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보다 강한 행동의도를 표현하고 있어 문항의 평균점수가

다소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입장 행동의도 항목 역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문항 모두 학생들의 부정입장

행동의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항 삭제 없이 모두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분류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동질성

측정도구

지역 흥미도(사전) 3 .840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3 .894

음악흥미도 3 .878

태도 및

행동의도

측정도구

긍정입장 태도 2 .856

부정입장 태도 2 .801

긍정입장 행동의도 2 .888

부정입장 행동의도 2 .716

[표 34] <실험 연구 2> 내적 신뢰도 검증 결과

각 집단의 동질성 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다. 배경음악 조화도에

따른 집단별 주제 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사전), 사회학습효능감,

음악흥미도의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각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한 후, 하위 가설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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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값

주제 흥미도
긍정조화 92 3.750 1.157

-0.009 0.993
부정조화 87 3.751 1.155

지역 흥미도

(사전)

긍정조화 92 3.902 1.297
0.660 0.510

부정조화 87 3.778 1.219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긍정조화 92 3.826 1.163
-0.800 0.425

부정조화 87 3.958 1.035

음악흥미도
긍정조화 92 4.949 1.015

0.044 0.965
부정조화 87 4.943 1.034

[표 35] <실험 연구 2> 집단 간 동질성 측정 결과

(2) <하위 가설 1-4>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정서 관련 기억’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36]와 같다. [표 36]의 ‘긍정 재인율’은 문항에서

제시된 긍정입장 관련 문장 2개와 이미지 2개에 관한 학습자의 재인율을

의미한다. ‘긍정 회상률’은 문항에서 제시된 긍정입장 관련 키워드 1개와

이미지 1개에 관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을 의미한다. ‘긍정 기억

종합’은 긍정 재인율과 긍정 회상률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부정

재인율’은 문항에서 제시된 부정입장 관련 문장 2개와 이미지 2개에

관한 학습자의 재인율을 의미한다. ‘부정 회상률’은 문항에서 제시된

부정입장 관련 키워드 1개와 이미지 1개에 관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을 의미한다. ‘부정 기억 종합’은 부정 재인율과 부정 회상률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4]는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긍정

재인율, 긍정 회상률, 부정 재인율, 부정 회상률의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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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Cohen's d

선

긍정

입장

긍정

재인율

긍정조화 46 0.821 0.202
2.563*

0.537

(중간 효과)부정조화 45 0.689 0.283

긍정

회상률

긍정조화 46 0.471 0.192
2.930**

0.614

(중간 효과)부정조화 45 0.361 0.165

긍정

기억 종합

긍정조화 46 0.647 0.160
3.446**

0.722

(중간 효과)부정조화 45 0.524 0.179

부정

재인율

긍정조화 46 0.870 0.188
-2.149* -0.451

부정조화 45 0.767 0.263

부정

회상률

긍정조화 46 0.333 0.197
-0.391 0.082

부정조화 45 0.317 0.191

부정

기억 종합

긍정조화 46 0.602 0.154
-1.625 -0.341

부정조화 45 0.542 0.194

선

부정

입장

긍정

재인율

긍정조화 46 0.788 0.241
0.997

0.213

(작은 효과)부정조화 42 0.738 0.227

긍정

회상률

긍정조화 46 0.436 0.205
0.892 0.190

부정조화 42 0.398 0.192

긍정

기억 종합

긍정조화 46 0.612 0.174
1.185

0.253

(작은 효과)부정조화 42 0.569 0.165

부정

재인율

긍정조화 46 0.859 0.228
-0.164 -0.035

부정조화 42 0.851 0.200

부정

회상률

긍정조화 46 0.337 0.222
0.308 0.066

부정조화 42 0.351 0.195

부정

기억 종합

긍정조화 46 0.599 0.184
0.081 0.017

부정조화 42 0.602 0.158

종합

긍정

재인율

긍정조화 92 0.804 0.222
2.558*

0.383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0.713 0.257

긍정

회상률

긍정조화 92 0.453 0.198
2.641**

0.395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0.379 0.178

긍정

기억 종합

긍정조화 92 0.629 0.167
3.287**

0.492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0.546 0.173

부정

재인율

긍정조화 92 0.864 0.208
-1.703 -0.255

부정조화 87 0.807 0.237

부정

회상률

긍정조화 92 0.335 0.209
-0.056 -0.008

부정조화 87 0.333 0.193

부정

기억 종합

긍정조화 92 0.600 0.169
-1.128 -0.169

부정조화 87 0.571 0.179

[표 36] <하위 가설 1-4>에 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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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하위 가설 1-4> 분석 결과 그래프

<하위 가설 1-4>에서는 긍정 조화집단은 긍정 기억이 강화되고, 부정

조화집단은 부정 기억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학습내용

제시순서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 긍정입장(후

부정입장)에서는 가설과는 다르게 긍정조화 집단의 기억 점수가

부정조화 집단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중 긍정

재인율(d=0.537), 긍정 회상률(d=0.614), 긍정 기억 종합(d=0.722)에서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정 재인율(d=-0.451)과 부정

기억 종합(d=-0.341)에서는 작은 역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긍정 재인율은 유의 확률 .05 수준(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긍정

회상과 긍정 기억 종합은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선 부정입장(후 긍정입장)에서는 긍정 조화집단의 기억 점수가

긍정 재인율, 긍정 회상률, 긍정기억 종합, 부정 재인율에서 높았다. 이중

긍정 재인율(d=0.213)에서만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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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부정 조화집단의

기억 점수는 부정 재인율, 부정 기억 종합에서 높았으나, 효과크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셋째, 종합적으로는 긍정조화 집단의 기억 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긍정 재인율(d=0.383), 긍정 회상률(d=0.395), 긍정 기억

종합(d=0.492)에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정

재인(d=-0.255)에서는 작은 역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중 긍정 재인율이

유의 확률 .05 수준(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긍정 회상률, 긍정

기억 종합은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설에서 기대한 것처럼 긍정 기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 조화집단과 부정 조화집단의 점수 차이가 긍정

기억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부정 기억에서는 작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 기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긍정조화 집단은 긍정기억이, 부정조화 집단은 부정기억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과 함께 제시된

학습내용은 그렇지 않은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기억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논의>의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과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의 활용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긍정조화 집단이 부정조화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억

수행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부정조화 집단의 긍정 기억률은

긍정조화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부정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정 정서자극은 긍정 정서보다

더 많은 인지처리자원을 활용하며(Taylor, 1991), 주변 자극에 관한 기억

협소화(memory narrowing)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Easterbr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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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다시 말해, 학습자는 부정적 배경음악이 유발한 부정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긍정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률이 낮아진 것이다.

(3) <하위 가설 1-5>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1-5>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37]와 같다. [표 37]의 ‘긍정

태도’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긍정입장(찬성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로, 이를 측정하는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긍정

행동의도’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긍정입장을 표현하는

행동의도로, 이를 측정하는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긍정 종합’은 긍정 태도와 긍정 행동의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부정

태도’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부정입장(반대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로, 이를 측정하는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부정

행동의도’는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부정입장을 표현하는

행동의도로, 이를 측정하는 두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부정 종합’은 부정 태도와 부정 행동의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5]는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긍정 태도, 긍정 행동의도, 부정 태도,

부정 행동의도의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하위 가설 1-5>에서는 긍정 조화집단은 긍정 태도 및 행동의도가

강화되고, 부정 조화집단은 부정 태도 및 행동의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학습내용 제시순서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 긍정입장에서는 가설과 일치하게 긍정조화 집단이 긍정 태도와

긍정 행동의도 점수가 높았고, 부정조화 집단은 부정 태도와 부정

행동의도 점수가 높았다. 긍정 태도(d=0.491)는 작은 효과크기, 긍정

행동의도(d=0.545), 긍정 종합(d=0.577), 부정 행동의도(d=0.053)는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긍정 태도와 부정 행동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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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확률 .05 수준(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긍정 행동의도와

긍정 종합은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Cohen's d

선

긍정

입장

긍정

태도

긍정조화 46 3.424 0.994
2.341*

0.491
(작은 효과)부정조화 45 2.911 1.094

긍정

행동의도

긍정조화 46 3.804 1.118
2.599*

0.545
(중간 효과)부정조화 45 3.200 1.100

긍정

종합

긍정조화 46 3.614 0.961
2.753** 0.577

(중간 효과)부정조화 45 3.056 0.974

부정

태도

긍정조화 46 4.098 0.958
0.253 0.053

부정조화 45 4.156 1.205

부정

행동의도

긍정조화 46 2.978 0.931
2.560*

0.537
(중간 효과)부정조화 45 3.533 1.130

부정

종합

긍정조화 46 3.538 0.851
1.553

0.326
(작은 효과)부정조화 45 3.844 1.024

선

부정

입장

긍정

태도

긍정조화 46 3.674 1.387
1.592

0.340
(작은 효과)부정조화 42 3.190 1.461

긍정

행동의도

긍정조화 46 4.163 1.202
2.654** 0.566

(중간 효과)부정조화 42 3.405 1.474

긍정

종합

긍정조화 46 3.918 1.072
2.550* 0.544

(중간 효과)부정조화 42 3.298 1.211

부정

태도

긍정조화 46 3.391 1.295
2.762**

0.589
(중간 효과)부정조화 42 4.167 1.337

부정

행동의도

긍정조화 46 2.826 1.107
2.135* 0.456

(작은 효과)부정조화 42 3.381 1.329

부정

종합

긍정조화 46 3.109 1.032
2.837** 0.605

(중간 효과)부정조화 42 3.774 1.167

종합

긍정

태도

긍정조화 92 3.549 1.207
2.701**

0.404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3.046 1.284

긍정

행동의도

긍정조화 92 3.984 1.168
3.725*** 0.557

(중간 효과)부정조화 87 3.299 1.291

긍정

종합

긍정조화 92 3.766 1.024
3.749***

0.561
(중간 효과)부정조화 87 3.172 1.095

부정

태도

긍정조화 92 3.745 1.187
2.273*

0.340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4.161 1.263

부정

행동의도

긍정조화 92 2.902 1.020
3.316** 0.496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3.460 1.225

부정

종합

긍정조화 92 3.323 0.965
3.169** 0.474

(작은 효과)부정조화 87 3.810 1.090

[표 37] <하위 가설 1-5>에 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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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하위 가설 1-5> 분석 결과 그래프

둘째, 선 부정입장에서도 가설과 일치하게 긍정조화 집단이 긍정

태도와 긍정 행동의도 점수가 높았고, 부정조화 집단은 부정 태도와

부정 행동의도 점수가 높았다. 긍정 태도(0.340), 부정 태도(0.589), 긍정

행동의도(0.566), 부정 행동의도(0.456) 모두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부정 행동의도가 유의 확률 .05 수준(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부정 태도, 긍정 행동의도가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종합적으로도 가설과 일치하게 긍정조화 집단이 긍정 태도와

긍정 행동의도 점수가 높았고, 부정조화 집단은 부정 태도와 부정

행동의도 점수가 높았다. 긍정 태도(d=0.404), 부정 태도(d=0.340), 긍정

행동의도(d=0.557), 부정 행동의도(d=0.496) 모두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부정 태도, 긍정 태도가 유의 확률 .05 수준(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부정 행동의도는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 행동의도는 유의 확률 .001 수준(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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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설에서 예상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긍정 조화집단은 긍정 태도 및 행동의도가 강화되었고, 부정 조화집단은

부정 태도 및 행동의도가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하위 가설 1-5>는

채택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의도를 강화한

점이다. 긍정 배경음악은 쟁점에 관한 긍정 태도와 긍정 행동의도를

강화하고, 부정 배경음악은 쟁점에 관한 부정 태도와 부정 행동의도를

강화하였다. 즉, 배경음악의 정서는 학습주제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의도로

전이될 수 있다. 이는 배경음악이 지리적 쟁점에 관한 학습자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쟁점에 관한

의사결정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배경음악을 활용한 쟁점 소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결정학습에서는 합리적인 추론에 기반한

학습자의 입장 결정이 중요한데(최용규 등, 2010, 170), 배경음악이

전달하는 정서는 합리적인 추론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결과는 쟁점에 관한 토론학습의 관점에서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활용해 논쟁도(degree of controversy)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쟁도는 쟁점에 관한 입장 간의 경합성 정도로, ‘소수 입장

표명자 수 / 다수 입장표명자 수’로 정의할 수 있다(오연주, 2014, 207).

논쟁도가 높은 토론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 입장을 지지하는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논쟁도를

높이면, 토론학습의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높은 정서조화도의 배경음악은 부정 태도 및 부정 행동의도보다

긍정 태도 및 긍정 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즉,

긍정조화 집단과 부정조화 집단 간의 긍정 태도 및 행동의도의 차이가

부정 태도 및 행동의도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긍정

배경음악의 삽입을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의 일종으로 본다면,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positive message framing effect)가 부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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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 효과(negative message framing effect)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관여도

(involvement) 조절효과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관여도는 대상에

대한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준을 의미한다(박성수 등, 2008, 167).

Maheswaran and Meyers-Levy(1990)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관여도에서는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이 태도 변화에 보다 효과적이었고,

낮은 관여도에서는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이 태도 변화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유수진(2010)도 초등학생에게 익숙한 환경보호 텍스트는

고관여 주제로, 부정 프레이밍이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었고,

초등학생에게 생소한 세계문화 이해 텍스트는 저관여 주제로, 긍정

프레이밍이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실험 2>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별도의 동기 유발 없이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였고, ‘몰디브 리조트 개발’이라는 학습주제는

중학생의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준이 다소 낮은 저관여도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긍정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가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선 긍정입장에서는 부정 태도 및 행동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선 부정입장에는 긍정 태도 및 행동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점이다. 즉, 학습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관한 순서효과가

나타났는데, 초두효과(primacy effect)보다 최신효과(recency effect)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학습내용 구성은 처음에는 배경이 제시되고,

마지막에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뒤에 제시된

학습내용을 앞에 제시된 학습내용보다 더 높게 신뢰하여 평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쟁점적 학습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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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연구 3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실험 연구 3>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특별시 O 중학교 1학년 학생

105명과 서울특별시 H 중학교 1학년 학생 93명이다. O 중학교 학생은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교육영상 연구에 참여하였고, H 중학교

학생은 ‘건조기후지역과 주민생활’ 교육영상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중

설문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2명), 선택형 문항에서 10문항 이상

동일한 번호로만 응답한 학생(3명), 회상 문항에서 총 응답 글자 수가

10자 미만이거나 문항과 관련 없는 응답만 기입한 학생(16명)을

제외하고 총 177명의 학생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38]와 같으며, O 중학교 남학생 49명, O 중학교 여학생 44명, H 중학교

남학생 10명, H 중학교 여학생 74명이 <실험 연구 3>에 참여하였다.

집단 남 여 계

고조화

음악집단

O 중학교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19 13 32

H 중학교

(건조기후지역과 주민생활)
3 25 28

저조화

음악집단

O 중학교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16 17 33

H 중학교

(건조기후지역과 주민생활)
3 24 27

무조화

음악집단

O 중학교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14 14 28

H 중학교

(건조기후지역과 주민생활)
4 25 29

전체 59 118 177

[표 38] <실험 연구 3> 연구대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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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실험 연구 1>과 유사하다. 연구가 실시되기 전, 연구자는

O 중학교 수업교사와 H 중학교 수업교사에게 연구 방법과 연구 의미를

설명하였고, 구글 폼즈(Google Forms)로 제작한 ‘온라인 연구 도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공유하였다. 실제 연구는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사회 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O 중학교는 <사회 1> ‘(3)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단원 수업 첫 시간에 진행되었고, H 중학교는

<사회 1> ‘(2)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단원 수업 첫 시간에

진행되었다. 수업 시작과 함께 O 중학교 수업교사와 H 중학교

수업교사는 모두 원격 화상화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학생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O 중학교

수업교사는 “오늘은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 관해 수업합니다”라고

언급하였고, H 중학교 수업교사는 “오늘은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 관해 수업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연구 도구’ URL46)을 원격수업 채팅창으로 공유하였다. 학생들은

URL을 클릭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붙임 10], [붙임 11].

학생들은 ‘온라인 연구 도구’의 첫 페이지에서 연구 참여 동의 1문항,

성별 응답 1문항, 동질성 측정도구 9문항(주제 흥미도(사전) 3문항, 지역

흥미도(사전) 3문항,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3문항), 자신이 태어난 날

1문항에 응답하였다. 자신이 태어난 날 응답에 따라 학생들은

고지역조화도 집단, 저지역조화도 집단, 무지역조화도 집단으로 무선

배치되어, 교육영상을 시청하였다[표 39]. 이어서 지각된 생생함

측정도구 3문항, 흥미 측정도구 9문항(주제 흥미도 3문항, 지역 흥미도

3문항, 상황적 흥미도 3문항), 기억 측정도구 14문항(텍스트 재인 5문항,

이미지 재인 5문항, 텍스트 회상 2문항, 이미지 회상 2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동질성 측정도구인 음악 흥미도 3문항에 응답하였다.

46) <실험 연구 3> 온라인 연구 도구(제주도) URL: https://forms.gle/iUwtXxJGbpLw972cA

<실험 연구 3> 온라인 연구 도구(건조) URL: https://forms.gle/xU76pspL3GmmdCR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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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학교 학생들은 추가로 ‘제주도 푸른밤’과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노래를 알고 있는지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연구 참여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온라인 연구 도구’의 URL을 클릭한 후 설문 응답

제출까지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지역조화도 집단

(이하 ‘고조화’)

저지역조화도 집단

(이하 ‘저조화)

무지역조화도 집단

(이하 ‘무조화’)

O

중학교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 ‘제주도 푸른 밤’

기악버전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 ‘울릉도 트위스트’

기악버전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

+ 배경음악 없음

H

중학교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 카눈 연주곡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 콩가 연주곡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

+ 배경음악 없음

[표 39] <실험 연구 3> 연구 집단과 처치도구

(3) 분석방법

분석방법도 <실험 연구 1>과 유사하다. 구글 폼즈(Google Forms)에

자동적으로 수집된 응답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MS Office Excel 2013로

정리하였다, 학습자가 리커트식 6점 척도로 응답한 흥미와 지각된

생생함에 관한 응답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억 영역의 응답은 <실험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채점하고, 개별 학습자의 재인율과 회상률을

계산하였다.

<실험 연구3>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5를 활용하였고,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 각 항목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동질성

측정도구, 흥미 측정도구, 지각된 생생함 측정도구의 각 설문영역별로

내적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둘째,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질성 측정도구인 주제

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사전),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음악흥미도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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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evene의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통해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하위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기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텍스트 재인, 이미지 재인, 텍스트 회상, 이미지 회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하위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흥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주제 흥미도,

지역 흥미도, 상황 흥미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하위 가설

3-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지각된 생생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지각된 생생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설 검증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변수에

관해서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하위 가설 검증에서 ‘언어적 지역조화도(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과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을 구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기억,

흥미, 지각된 정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SPSS 25로 추출한

기술통계량을 기반으로 Excel 2013을 이용하여 효과크기인 에타

제곱(η2)을 계산하였다. Cohen(1988)은 에타제곱 해석의 기준으로

작은(smal) 효과크기 .01, 중간(medium) 효과크기 .06, 큰(large)

효과크기 .14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2) 연구결과

(1) 측정도구 신뢰도 및 동질성 분석 결과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0]와 같다. 측정도구의

대부분의 항목이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역 흥미도 항목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지역 흥미도의

3번째 문항(사례지역을 여행하고 싶다)이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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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흥미도 항목 역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문항 삭제 시 크롬바흐 알파 값은 더 낮게

예측되어 문항 제거 없이 모두 통계분석에 반영하였다.

분류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동질성

측정도구

주제흥미도(사전) 3 .860

지역 흥미도(사전) 3 .809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3 .863

음악흥미도 3 .900

태도 및

행동의도

측정도구

주제 흥미도 3 .873

지역 흥미도 3 .755

상황적 흥미도 3 .873

지각된 생생함

측정도구
지각된 생생함 3 .814

[표 40] <실험 연구 3> 내적 신뢰도 검증 결과

각 집단의 동질성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배경음악 조화도에

따른 집단별 주제 흥미도(사전), 지역 흥미도(사전),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음악흥미도의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각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Levene의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각

변인에 관한 세 집단의 분산은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등분산성

가정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한 후, 하위

가설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주제 흥미도

(사전)

고조화 60 4.117 1.038
0.832 0.437저조화 60 3.934 0.945

무조화 57 3.901 0.962

지역 흥미도

(사전)

고조화 60 4.311 1.283
0.703 0.497저조화 60 4.206 1.171

무조화 57 4.058 0.980

사회학습

자기효능감

고조화 60 4.128 0.896
1.089 0.339저조화 60 3.878 0.969

무조화 57 4.052 0.983

음악흥미도
고조화 60 5.150 0.917

2.399 0.094저조화 60 5.112 0.993
무조화 57 4.772 1.153

[표 41] <실험 연구 3> 집단 간 동질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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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가설 2-1>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기억’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의 ‘텍스트 재인율’은

문항에서 제시된 5개의 문장에 관한 학습자의 재인율을 의미하고,

‘이미지 재인율’은 문항에서 제시된 5개의 이미지에 관한 학습자의

재인율을 의미한다. ‘텍스트 회상’은 문항에서 제시된 2개의 키워드에

관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을 의미하고, ‘이미지 회상’은 문항에서

제시된 2개의 이미지에 관한 학습자의 비보조 회상률을 의미한다. ‘기억

종합’은 텍스트 재인, 이미지 재인, 텍스트 회상, 이미지 회상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6]은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텍스트

재인율 평균값, 이미지 재인율 평균값, 텍스트 회상률 평균값, 이미지

회상률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하위 가설 2-1>은 고조화 집단의 기억 점수가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습내용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지역조화도(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서는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높은 항목이 많았으나, 일관성

있고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미지 재인(η2=0.0426), 텍스트

회상(η2=0.0329), 기억 종합(η2=0.0222)에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두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었다.

둘째,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서도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높은 항목이 많았으나, 일관성 있고 뚜렷하지는 않았다.

텍스트 회상(η2=0.0397), 기억 종합(η2=0.0253)에서 작은 효과크기가

나타났고, 이미지 회상(η2=0.0917)에서는 중간 효과크기가 나타났는데,

모두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중 ‘이미지 회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분석 결과,

이미지 회상은 고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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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η2

언어적

지역

조화도

(제주도)

텍스트

재인

고조화(A) 32 0.738 0.186
0.038 0.0008저조화(B) 33 0.752 0.235

무조화(C) 28 0.743 0.195

이미지

재인

고조화(A) 32 0.844 0.231
2.002

0.0426

(작은 효과)
저조화(B) 33 0.739 0.247
무조화(C) 28 0.750 0.201

텍스트

회상

고조화(A) 32 0.246 0.220
1.530

0.0329

(작은 효과)
저조화(B) 33 0.187 0.192
무조화(C) 28 0.157 0.194

이미지

회상

고조화(A) 32 0.254 0.227
0.177 0.0039저조화(B) 33 0.223 0.231

무조화(C) 28 0.249 0.229

기억 종합
고조화(A) 32 0.520 0.130

1.023
0.0222

(작은 효과)
저조화(B) 33 0.475 0.160
무조화(C) 28 0.474 0.148

비언어적

지역

조화도

(건조)

텍스트

재인

고조화(A) 28 0.786 0.230
0.217 0.0053저조화(B) 27 0.815 0.214

무조화(C) 29 0.779 0.195

이미지

재인

고조화(A) 28 0.707 0.240
0.163 0.0040저조화(B) 27 0.704 0.210

무조화(C) 29 0.676 0.229

텍스트

회상

고조화(A) 28 0.358 0.169
1.674

0.0397

(작은 효과)
저조화(B) 27 0.275 0.140
무조화(C) 29 0.320 0.192

이미지

회상

고조화(A) 28 0.525 0.254 4.087*

(A > B)*
0.0917

(중간 효과)
저조화(B) 27 0.326 0.223
무조화(C) 29 0.468 0.308

기억 종합
고조화(A) 28 0.594 0.160

1.051
0.0253

(작은 효과)
저조화(B) 27 0.529 0.131
무조화(C) 29 0.559 0.195

종합

텍스트

재인

고조화(A) 60 0.760 0.208
0.168 0.0019저조화(B) 60 0.780 0.226

무조화(C) 57 0.761 0.194

이미지

재인

고조화(A) 60 0.780 0.243
1.468

0.0166

(작은 효과)
저조화(B) 60 0.723 0.230
무조화(C) 57 0.712 0.217

텍스트

회상

고조화(A) 60 0.299 0.204
2.280

0.0255

(작은 효과)
저조화(B) 60 0.227 0.175
무조화(C) 57 0.240 0.208

이미지

회상

고조화(A) 60 0.381 0.274
2.963

0.0329

(작은 효과)
저조화(B) 60 0.269 0.232
무조화(C) 57 0.360 0.291

기억 종합
고조화(A) 60 0.555 0.148

1.887
0.0212

(작은 효과)
저조화(B) 60 0.500 0.149
무조화(C) 57 0.517 0.177

[표 42] <하위 가설 2-1>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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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위 가설 2-1> 분석 결과 그래프

셋째, 종합적으로도 텍스트 재인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미지

재인율(η2=0.0166), 텍스트 회상률(η2=0.0255), 이미지 회상률(η2=0.0329),

기억 종합(η2=0.0212)에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두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었다. 기억 종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의 기대와

달리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높은 지역조화도의

배경음악을 삽입한다고 학습자의 기억이 향상되지 않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조화 집단이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보다 전반적인 기억률이 높은 점이다. 이는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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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에서 제시된 처리유창성, 스키마

이론, 조화-연상 모델, 생생함 효과, 실재감 효과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의 이미지

회상에서는 고조화 집단과 저조화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미지 기억률이 텍스트 기억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높은 지역조화도의 배경음악은 텍스트 정보보다 이미지 정보를

깊이 있게 부호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중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Paivio and Clark,

1991). 이중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관련된 청각 정보와 시각 정보는

서로 독립적인 채널에서 처리되어 인지 부하를 줄이고, 통합적으로

부호화되어 효과적인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되는 것보다

함께 제시되는 것이 좋다(Caviglioli, 2019). 그러므로 높은 지역조화도의

배경음악은 텍스트 정보보다 이미지 정보 기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저조화 집단은 무조화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기억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활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에서는 학습내용에

관한 고민이나 특별한 기준 없이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그냥‘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은 학습자의

기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3) <하위 가설 2-2>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흥미’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43]와 같다. [표 43]의 ‘주제 흥미도’는

학습주제인 자연경관 형성과정 또는 기후지역과 주민생활에 관한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도로, 이를 측정하는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지역 흥미도’는 학습 사례지역인 제주도 또는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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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지역에 관한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도로, 이를 측정하는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상황 흥미도’는 교육영상으로 유발된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도로, 이를 측정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흥미 종합’은 주제 흥미도, 지역 흥미도, 상황 흥미도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17]은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주제 흥미도

평균값, 지역 흥미도 평균값, 상황 흥미도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각 항목 평균값의 총합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하위 가설 2-2>는 고조화 집단의 흥미 점수가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습내용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적 지역조화도(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의 흥미 점수가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흥미도(η2=0.0735),

지역 흥미도(η2=0.0816), 상황 흥미도(η2=0.1099), 흥미 종합(η2=0.1121)

모두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주제 흥미도와

지역 흥미도는 유의 확률 .05 수준(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상황

흥미도와 흥미 종합은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모든 항목이 고조화 집단 > 무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언어적 지역조화도만큼

뚜렷하지는 않았다. 주제 흥미도(η2=0.0308), 흥미 종합(η2=0.0321)에서는

작은 효과크기가 분석되었고, 지역 흥미도(η2=0.0523)에서는 중간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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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η2

언어적

지역

조화도

(제주도)

주제

흥미도

고조화(A) 32 4.188 1.088
3.569*

(A > C)*
0.0735

(중간 효과)
저조화(B) 33 3.898 1.192

무조화(C) 28 3.453 0.871

지역

흥미도

고조화(A) 32 4.928 0.798
3.998*

(A > C)*
0.0816

(중간 효과)
저조화(B) 33 4.899 0.797

무조화(C) 28 4.381 0.910

상황

흥미도

고조화(A) 32 4.313 1.097
5.557**

(A > C)*
0.1099

(중간 효과)
저조화(B) 33 3.878 1.348

무조화(C) 28 3.321 0.935

흥미

종합

고조화(A) 32 4.476 0.884
5.679**

(A > C)*
0.1121

(중간 효과)
저조화(B) 33 4.225 0.967

무조화(C) 28 3.719 0.754

비언어적

지역

조화도

(건조)

주제

흥미도

고조화(A) 28 4.285 0.869

1.288
0.0308

(작은 효과)
저조화(B) 27 3.901 1.081

무조화(C) 29 4.218 0.883

지역

흥미도

고조화(A) 28 4.144 1.139

2.236
0.0523

(작은 효과)
저조화(B) 27 3.654 0.977

무조화(C) 29 4.172 0.937

상황

흥미도

고조화(A) 28 4.190 0.746

0.286 0.0070저조화(B) 27 4.025 0.965

무조화(C) 29 4.046 0.933

흥미

종합

고조화(A) 28 4.205 0.788

1.344
0.0321

(작은 효과)
저조화(B) 27 3.860 0.906

무조화(C) 29 4.146 0.804

종합

주제

흥미도

고조화(A) 60 4.234 0.985

2.504
0.0280

(작은 효과)
저조화(B) 60 3.900 1.134

무조화(C) 57 3.842 0.952

지역

흥미도

고조화(A) 60 4.562 1.041

1.294
0.0147

(작은 효과)
저조화(B) 60 4.339 1.075

무조화(C) 57 4.275 0.922

상황

흥미도

고조화(A) 60 4.255 0.944
4.289*

(A > C)*
0.0470

(작은 효과)
저조화(B) 60 3.944 1.184

무조화(C) 57 3.690 0.995

흥미

종합

고조화(A) 60 4.349 0.845
3.496*

(A > C)*
0.0386

(작은 효과)
저조화(B) 60 4.061 0.950

무조화(C) 57 3.936 0.802

[표 43] <하위 가설 2-2>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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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하위 가설 2-2> 분석 결과 그래프

셋째, 종합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고조화 집단의 흥미 점수가

높았으며, 저조화 집단과 무조화 집단의 순서는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주제 흥미도(η2=0.0280), 지역 흥미도(η2=0.0147), 상황 흥미도(η2=0.0470),

흥미 종합(η2=0.0386)에서 모두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상황 흥미도와 흥미 종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상황 흥미도와 흥미 종합

모두 고조화 집단 > 무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흥미 종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위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고조화 집단의 흥미가 무조화 집단 또는 저조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즉,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학습자의 기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학습자의 흥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 증진을 위해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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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제 흥미도나 지역 흥미도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고, 상황 흥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속변인과 측정도구>에서 논의한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의 개념적 구분에 부합한다. 개인적 흥미인

주제 흥미도나 지역 흥미도는 일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상황적

흥미와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흥미이기 때문이다(Krapp, 2007). Hidi

and Renninger(2006)의 흥미 발달 모델에 따르면,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으로 유발된 상황적 흥미를 주제 흥미도나

지역 흥미도와 같은 개인적 흥미로 발달시키기 위한 추후 활동의 기획이

필요하다.

셋째, 언어적 지역조화도(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서는 고조화

집단과 무조화 집단 간의 흥미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서는 흥미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다. 이는 배경음악 친숙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적

지역조화도의 고조화 배경음악으로는 ‘제주도 푸른 밤’이 활용되었고,

비언어적 지역조화도의 고조화 배경음악으로 ‘카눈 연주곡’이

활용되었다. ‘제주도 푸른 밤’은 <실험 연구 3> 참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배경음악이다. 그러나 ‘카눈 연주곡’은 건조 기후지역을 연상하지만,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배경음악이다. 이러한 배경음악의 친숙도가

흥미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험 연구 3>의

마지막 응답 결과에 의하면, 언어적 지역조화도의 분석 대상 93명

학생들 중 61명(65.6%)이 ‘제주도 푸른 밤’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명(15.1%)이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노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조화 집단 중 ‘제주도 푸른 밤’을 알고 있는 학생(24명)의

흥미 종합 평균값은 4.58로 나타났고, ‘제주도 푸른 밤’을 모르는

학생(8명)의 흥미 종합 평균값은 4.15로 나타났다. 또한 저조화 집단 중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노래를 알고 있는 학생(6명)의 흥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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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은 4.48로 나타났고,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노래를 모르는

학생(27명)의 흥미 종합 평균값은 4.17로 나타났다. 즉, 높은 음악

친숙도는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하위 가설 2-3> 분석 결과 및 논의

<하위 가설 2-3>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지각된 생생함’의 차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의 지각된 생생함은

교육영상에서 제시된 정보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생생함으로, 이를

측정하는 세 문항(6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그림 18]은

처치도구 및 연구 집단별로 지각된 생생함 평균값을 표현한 것이다.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뜻한다.

<하위 가설 2-3>는 고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 점수가 저조화

집단 또는 무조화 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습내용별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지역조화도(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에서는 고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저조화 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간 효과크기

(η2=0.1236)가 나타났다고 분석되었다. 언어적 지역조화도의 지각된

생생함은 유의 확률 .01 수준(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고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 > 무조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비언어적 지역조화도(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서는 가설과

다르게 저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고조화

집단과 차이가 크진 않았다. 효과크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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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실험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η2

언어적

지역조화도

(제주도)

지각된

생생함

고조화(A) 32 4.730 0.759
6.344**

(A=B > C)*
0.1236

(중간 효과)
저조화(B) 33 4.656 0.864

무조화(C) 28 4.048 0.784

비언어적

지역조화도

(건조)

지각된

생생함

고조화(A) 28 4.560 0.732

0.101 0.0025저조화(B) 27 4.592 0.770

무조화(C) 29 4.506 0.688

종합
지각된

생생함

고조화(A) 60 4.650 0.745
4.125*

(A=B > C)*
0.0453

(작은 효과)
저조화(B) 60 4.627 0.817

무조화(C) 57 4.281 0.766

[표 44] <하위 가설 2-3>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 < .05, ** p < .01

[그림 18] <하위 가설 2-3> 분석 결과 그래프

셋째, 종합적으로는 고조화 집단과 저조화 집단의 점수가 비슷하였고,

무조화 집단의 점수가 낮았다. 작은 효과크기(η2=0.0453)가 나타났다고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고조화 집단 = 저조화 집단 > 무조화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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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었다. 고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이 대체로 높았지만, 저조화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하위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고조화 집단과 저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 점수가 유사하고, 무조화 집단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가설의 기대와는 달리 배경음악의 조화도보다는

배경음악의 삽입 유무가 지각된 생생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경음악의 유형보다는 배경음악 자체가 학습자의 지각된

생생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배경음악 유형에 따른

지각된 생생함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137 -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조화도가

중학생의 사례지역 학습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배경음악 조화도를 정서조화도와 지역조화도로 구분하여,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정서조화도는 사례지역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고, <연구문제 2>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는 사례지역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 배경음악의 학습효과,

배경음악 조화도의 학습효과, 사례지역 교육영상 속 배경음악 조화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 6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총 585명을 분석 대상으로 3가지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 1>과 <실험 연구 2>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실험 연구 3>은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실험 연구 1>에서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정서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 흥미, 지각된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연구 2>에서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정서조화도가 해당 정서 관련 기억, 해당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연구 3>에서는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의 배경음악 지역조화도가 학습자의 기억, 흥미,

지각된 생생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림 19]는 <실험 연구 1>의 연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학습내용별로 고조화 집단, 저조화 집단, 무조화 집단의 평균값을

T점수47)로 표준화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47) T점수는 Z점수×10 + 50을 의미한다. Z점수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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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숫자는 긍정 학습내용과 부정 학습내용의 T점수 합계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실험 연구 1>의 연구

결과를 하위 가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실험 연구 1> 연구 결과 그래프

첫째,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하위 가설 1-1). 그래도

고조화 집단이 무조화 집단보다 높은 기억률을 보였다. 이는 교육영상에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적어도 기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조화 집단은 무조화

집단보다 낮은 기억률을 보였다. 이는 학습내용과 조화롭지 않은

배경음악 활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하위 가설 1-2). 특히 고조화

집단은 무조화 집단보다 흥미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의 흥미



- 139 -

[그림 20] <실험 연구 2> 연구 결과 그래프

증진을 위해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정서를 강화하였다(하위 가설 1-3).

즉, 배경음악으로 전달되는 정서가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관한 정서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경음악의 정서는 지리 학습주제에

내포된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0]은 <실험 연구 2>의 연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학습내용별로 긍정조화 집단, 부정조화 집단의 평균값을 T점수로

표준화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선 긍정입장과 선 부정입장의 T점수 합계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실험 연구 2>의 연구 결과를 하위 가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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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해당 정서 관련 기억을 강화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하위

가설 1-4). 그래도 긍정조화 집단은 긍정기억이, 부정조화 집단은

부정기억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배경음악이

학습자의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지적

결과를 중시하는 학습에서는 배경음악의 활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해당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를 강화하였다(하위 가설 1-5). 즉,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은 학습자가 긍정적인 것은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1] <실험 연구 3> 연구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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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실험 연구 3>의 연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학습내용별로 고조화 집단, 저조화 집단, 무조화 집단의 평균값을

T점수로 표준화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숫자는 언어적 지역조화도와 비언어적 지역조화도의 T점수 합계이고,

별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실험 연구 3>의 연구

결과를 하위 가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하위 가설 2-1). 그래도

고조화 집단이 무조화 집단 또는 저조화 집단보다 높은 기억률을

보였다. 이는 교육영상에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적어도 기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조화 집단은 무조화 집단보다 낮은 기억률을 보였다. 이는 학습내용과

조화롭지 않은 배경음악 활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쳤다(하위 가설 2-2). 특히 고조화

집단은 무조화 집단보다 흥미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의 흥미

증진을 위해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학습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지각된 생생함을 강화하였으나, 이는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위 가설 2-3). 고조화

집단과 저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이 높게 나타나고, 무조화 집단의

지각된 생생함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배경음악의

지역조화도보다는 배경음악의 삽입 유무가 지각된 생생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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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교육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교육영상

제작에 시사점을 제공한 점이다. 오늘날 교수자 제작 교육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어 교실에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험 연구 결과 및 이론적

고찰에 기반해 제작되기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De

koning et al, 2018, 359). 본 연구에서는 높은 배경음악 조화도가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정서, 해당 정서 관련

태도 및 행동의도를 강화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습주제와 학습맥락에 필요할 경우, 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 활용을

권장한다. Kraft(2020)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크기가 큰 교육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영상에 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은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크기 대비 투입되는 노력이 많지 않으므로

‘저비용·고효율’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비대면의 교육학(non-face-to-face education)’ 구축에 기여한

점이다. 대면의 교육학과 비대면의 교육학은 다르다. 비대면의

교육학에서는 대면의 교육학에서 축적해 온 개념, 이론, 원리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원격수업의 확산은 언젠가 종료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원격수업의 비중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인간 교사보다 교육영상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비중 역시 증가할

것이다. 대면의 교육학에서 인간 교사의 효과적인 강의 방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된 것처럼, 비대면의 교육학에서는 효과적인

교육영상 제작 및 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배경음악의 조화도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교육영상 제작 및 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의 교육학 형성에 기여한다.

셋째,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를 활용한 학습효과를 검증한 점이다.

Kahneman(2013, 이창식 역, 2018, 39)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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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시스템 2로 구분하였다.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시스템 2’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교육영상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배경음악 조화도를

활용하는 것은 시스템 1을 작동시켜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시도이다.

음악을 통해 정서가 유발되고, 지역이 연상되는 건 선택적 노력 없이

저절로 작동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들을

기반으로 학습 결과의 ‘작은’ 차이를 밝히는 것은 학습 과학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지리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음악을 지리

학습내용의 정서적 의미를 부각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이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하고, 지각된 정서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배경음악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강화하여

흥미를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리교육의 사례지역 학습은

주로 ‘명사’ 중심의 학습이었다. 예를 들어, A 지역은 모래 해안과

사구가 존재하는 지역이고, B 지역은 지진, 화산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C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D

지역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학습한

것이다. 사례지역 교육영상에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은 학습주제 및 사례지역에 ‘형용사’를 부여하거나 강화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A 지역은 모래 해안과 사구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지역이고, B 지역은 지진, 화산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긴장된’

지역이고, C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즐거운’ 지역이고, D

지역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슬픈’ 지역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영화음악 작곡가 데이비드 렉신(David Raksin)은 영화

속 배경음악의 목적을 “영화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아론 코플랜드(Aaron Copland)는 “영화의 정서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최유리, 2014, 66). 사례지역

교육영상 속 배경음악도 사례지역의 의미를 깨닫고, 학습내용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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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경음악을 활용해 가치를 내면화하는 지리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삽입된

교육영상이 해당 정서와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의도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리 학습에는 인권, 정의, 자유, 평등, 환경 보호, 다양성

존중, 타자에 관한 공감 등 민주적·윤리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학습내용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민주적·윤리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컨텐츠에는 긍정적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컨텐츠에는 부정적 배경음악을 삽입함으로써 학습자의 가치 내면화를

촉진하고, 학습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 변화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리교육에서 음악의 새로운 활용을 시도한 점이다. 가사나

제목에 지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음악은 지리교육

연구의 소재로 여러 차례 활용되었다(Shobe and Banis, 2010; 조철기,

2016). 지금까지 음악 관련 지리교육 연구는 음악을 주로 핵심

학습자료로 사용하였다. 노래 가사의 비판적 읽기, 지역 음악을 기반으로

지역정체성 학습하기, 음악과 관련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을 기반으로 지리 개념 학습하기 등으로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교육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함으로써 음악의 지역

연상 작용이 학습효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즉, 음악을 지리

학습효과를 높이는 보조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연상하는 지역조화도가 높은 배경음악이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리교육 교육영상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지리교육 연구 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교육영상의 구성요소 및 구성방식에

따른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제목, 지도, 그래프, 지역주민 사진,

지역경관 사진 등 지리 교육영상 구성요소들의 학습효과를 검증하거나,

화면 구성, 텍스트 구성, 사운드 구성 등 지리 교육영상 구성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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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학습 맥락에서의 배경음악

조화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치 내면화

학습뿐만 아니라, 향토 학습, 영토 학습, 지역 쟁점 토론학습 등에서

배경음악 조화도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음악을

통해 지역을 연상하게 되는 경험에 관한 탐색이다. 학습자들이 언제부터

음악을 통해 장소, 지역, 공간 등을 연상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음악과 장소, 지역. 공간 등을 연결하게 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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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스의 언어 공존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

겠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스위스는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입니다.

스위스 인구의 약 63%는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고, 약 23%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고, 약 8%는 이탈리아어를 주로 사용

하고, 약 0.5%는 로만슈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스위스에는 이

처럼 다양한 언어집단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

는 지역들 간의 갈등이나 분리 독립 요구는 거의 없는 상태입

니다.

스위스의 헌법은 언어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

다.

헌법 18조에 언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70조에는

각 주들이 자체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데, 언어공동체 간의 조

화를 유지하기 위해 언어의 전통적인 지역성을 존중하고 토착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을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동체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장려하며, 복수 언

어를 사용하는 주들의 특별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이 권장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학교에서도 해당 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외에 의무

적으로 다른 공용어를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연방공무원을 선발할 때, 다양한 공용어 구사가 조건인 경우가

많으며, 언어별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언어별 쿼

터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붙 임

[붙임 1] <실험 연구 1> 스위스의 언어 공존(긍정 내용) 교육영상 캡쳐화면 및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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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언어 습득 기회 제공은 인적 경쟁력을 확장하였고,

언어에 대한 개방성은 우수한 인재들의 스위스 유입을 촉진하

여 스위스 산업발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개인이 선택한 언어를

일상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을 권리이자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1938년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스위스 국민이 찬성하여

사용 인구가 매우 적은 로만슈어까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

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위스의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공공문서의 경우

네 가지 공용어로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의 화폐와 여권도 4가지 언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

다.

이상 스위스의 언어 공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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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벨기에의 언어 갈등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

겠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벨기에는 언어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

입니다.

벨기에 북쪽에 위치한 플랑드르에는 벨기에 인구의 약 55%가

거주하며 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벨기에 남쪽에

위치한 왈로니아에는 벨기에 인구의 약 32%가 거주하며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수도 브뤼셀은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를 함께 쓰는 이중언어 지역이고, 동쪽의 약 0.7% 주민은 독일

어를 사용합니다. 벨기에의 언어 갈등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

는 주민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입니다.

벨기에의 언어 갈등은 학교를 분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가 깊은 루뱅대학교는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다가

20세기 이후 네덜란드어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언어의 사용은 갈등을 야기하였고, 1968년 루뱅대학교는 도

서관 장서까지 반으로 나누며 분리됩니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그룹은 기존 학교에 남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룹은 인접한 남쪽 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벨기에의 언어 갈등은 일상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는 언어를 페인트로 지운 표지판도 많으며,

[붙임 2] <실험 연구 1> 벨기에의 언어 갈등(부정내용) 교육영상 캡쳐화면 및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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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팀에서 언어 집단간 파벌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

다.

또한 벨기에는 북부와 남부를 포괄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언어권별로 따로 제작되는 ‘언론 분단’ 상태

에 가깝습니다. 각 언론사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유리한 뉴

스를 주로 보도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언어에 따른 국가 분열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

다.

특히 2010년 선거에서 플랑드르의 분리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

는 정당이 승리하였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와

벨기에의 통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며

541일간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분리독립 요구에는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도 영향을 미쳤습

니다.

플랑드르는 제약, 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달해 소득이

높은 반면, 왈로니아는 비교적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플랑드르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세금을 통해 왈로

니아를 이전되면서 플랑드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벨기에의 언어 갈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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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는 인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1,190여 개의 산호섬으로 이

루어진 국가입니다.

몰디브에는 수도 말레를 중심으로 약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1972년 몰디브에 첫 리조트가 문을 열었고,

'1섬 1리조트'  정책으로 섬마다 별도의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

습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리조트가 개발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리조트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몰디브의 리조트 개발에 관해서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찬성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3] <실험 연구 2> 몰디브의 리조트 개발 교육영상 캡쳐화면 및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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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리조트는 관광객들에게 열대의 작은 섬에서 누리는

조용한 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몰디브 리조트는 환상적인 몰디브의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건축되고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관과 감정을 선물

합니다.

몰디브 리조트는 세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몰디브에는 몰디브 인구의 3배가 넘는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입니다.

몰디브의 관광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몰디브 관광산업 발달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2001년 2,780달

러에서 2019년 14,476달러로 급증시켜,

몰디브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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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몰디브 리조트는 몰디브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수많은 몰디브 주민들은 몰디브 리조트에서 일을 하며 벌어 들

인 임금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몰디브 리조트에서 벌어들인 많은 자금은

'해양 플라스틱 제거' 등의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사용하

고 있습니다.

즉, 자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리조트에서 벌어들이는 수

익이 필요합니다.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디브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은 하루 평균 약 8.2kg의 쓰레

기를 배출합니다.

몰디브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틸라푸쉬섬은

쓰레기 유입량이 너무 많아 섬 면적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

다.

24시간 동안 연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틸라푸쉬 섬의 쓰레기와 잿더미는 바람을 타고 바다로 번지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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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몰디브 리조트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리조트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함께 산호 백화현상을 발

생시키고 있습니다.

산호 백화현상은 산호초가 스트레스를 받고 플랑크톤을 토해내

면서 하얗게 죽어가는 것으로,

산호가 죽는다면 해양 생물들은 서식처를 잃고 사라질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몰디브 관광산업의 발달은 몰디브의 경제를

외부 관광객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들자

몰디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30%나 급감하였고 국가 경

제 전체가 휘청거리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몰디브 리조트 개발이 지속된다면

몰디브의 아름다운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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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광객들도 몰디브를 찾지 않아 몰디브 주민들의 삶은 더

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상 몰디브 리조트 개발에 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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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형성과정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쪽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질 화산지형을 비롯한 독특한 자연경관과

섬 문화로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입니다.

제주도는 2002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유네스코 지정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주도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중 몇몇 자연경관들의 형성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록담은 해발고도 1947m의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마그마가 분출된 오목한 화구에

빗물이 고여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수중에서 화산이 크게 폭발하여 형성된 화산지형

입니다.

[붙임 4] <실험 연구 3>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언어적 지역조화도)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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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마가 바닷물을 만나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큰 폭발이 발생

하여 화구가 아주 큽니다.

원래 섬이었으나 파도가 섬과 육지사이에 모래를 퇴적하여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흘러가다 바다를 만나 급격하게 수축하여

형성된 육각기둥 모양의 바위입니다. 형성된 후 파도의 침식을

받아 독특한 형태의 지형이 되었습니다.

만장굴은 용암이 대량으로 분출하여 흘러가는 과정에서 표면이

먼저 식어 굳어지고 속에서는 용암이 계속 흘러나가면서 형성

된 용암동굴입니다.

천장은 대체로 둥근모양이며 시원하게 뚫려있는 것이 특징입니

다.

오름은 제주도 말로 올록볼록한 작은 언덕들을 의미하는데,

제주도에 400개 가까이 분포합니다.

오름은 한라산 본체가 완성된 후,

한라산 사면에서 소규모 화산폭발이 발생해 형성된 측화산입니

다.

이상 제주도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형성과정에 관해 학습하였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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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 관해 학습하도

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지역은 가장 따뜻한 달 기온이 10도가 넘는 지역 중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입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나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모래사막을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 사막은 자갈이나 바위로 된 암석사막 면적이 더 넓습니

다.

건조기후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공기 중의 수분은 기온의 변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건조기후지역은 공기 중의 수분이 적기 때문에 낮에는 빠르게

뜨거워지고 밤에는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붙임 5] <실험 연구 3> 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비언어적 지역조화도)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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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후지역 주민들은 낮에는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과 얼굴의 일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습

니다.

사막지역 주민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이용하여 만든 흙벽돌집에 거주하는데,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밤에는

집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들

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가옥의 지

붕은 주로 평평합니다.

건조기후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낙타, 양, 염소 등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유목민들은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축의 젖을 가공한 유제품이나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를 양식

으로 이용하며 가축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유목생활에 편리하게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

에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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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농사짓기에 불리합니다. 그러

나 건조기후지역이더라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농사가 가능합니

다.

습윤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기후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인 외래

하천과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비교적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밀, 목화,

대추야자 등의 작물을 재배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관개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옴으로

써 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농업과 목축을 하기도 합니다.

서남아시아 등의 일부 건조기후지역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

탕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석유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인공수로,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건설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도 하였습니다.

이상 건조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 관해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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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응답 결과 비고

1섹션: 동질성 측정

1번 음악은

카눈

연주곡임

건조기후지역(82%)

온대기후지역(8%)

냉대기후지역(8%)

모르겠음(2%)

열대기후지역(0%)

한대기후지역(0%)

[붙임 6] <사전 설문>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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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음악은

콩가

연주곡임

열대기후지역(84%)

건조기후지역(6%)

온대기후지역(4%)

냉대기후지역(4%)

한대기후지역(2%)

모르겠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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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음악은

‘spring in

my step'임

즐거움(90%)

활력(60%)

기쁨(70%)

평안(16%)

승리(16%)

아름다움(10%)

슬픔(0%)

두려움(0%)

몽환(0%)

반항(0%)

짜증(0%)

불안(0%)

기타(0%)

4번 음악은

‘destination

unknown'임

불안(64%)

두려움(48%)

반항(30%)

슬픔(24%)

몽환(20%)

짜증(20%)

아름다움(6%)

활력(6%)

평안(4%)

승리(4%)

기타(4%)

기쁨(2%)

즐거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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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음악은

‘제주도

푸른밤'임

제주도(72%)

강화도(6%)

모르겠음(6%)

남해도(4%)

거제도(2%)

진도(2%)

영종도(2%)

완도(2%)

울릉도(2%)

돌산도(2%)

기타(2%)

안면도(0%)

6번 음악은

‘울릉도

트위스트'임

울릉도(30%)

모르겠음(28%)

거제도(8%)

강화도(8%)

제주도(4%)

완도(4%)

돌산도(2%)

진도(2%)

남해도(2%)

안면도(2%)

기타(2%)

영종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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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집단별 평균

비고
고조화저조화무조화

1섹션: 동질성 측정

4.676 4.583 4.406
주제 흥미도

(사전) 1

4.647 4.583 4.750
주제 흥미도

(사전) 2

4.500 4.333 4.500
주제 흥미도

(사전) 3

4.382 4.194 3.938
지역 흥미도

(사전) 1

4.324 4.333 4.000
지역 흥미도

(사전) 2

[붙임 7] <실험 연구 1> 스위스의 언어 공존(긍정내용)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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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5.056 5.031
지역 흥미도

(사전) 3

4.294 4.139 3.875

학습

자기효능감

1

4.559 4.528 4.406

학습

자기효능감

2

4.706 4.861 4.531

학습

자기효능감

3

응답결과에

따라서

2섹션,

3섹션,

4섹션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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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섹션: 교육영상(고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3섹션: 교육영상(저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4섹션: 교육영상(무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5섹션: 지각된 정서

4.853 4.389 4.625

지각된

지역 정서

1(역문항)

5.147 4.833 5.031

지각된

지역 정서

2(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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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4.472 4.781

지각된

지역 정서

3

4.824 4.472 4.938

지각된

지역 정서

4

4.882 4.306 4.688

지각된

주제 정서

1(역문항)

5.235 4.833 4.969

지각된

주제 정서

2(역문항)

5.176 4.444 4.719

지각된

주제 정서

3

5.176 4.583 4.906

지각된

주제 정서

4

6섹션: 흥미

4.765 4.139 4.188
지역 흥미도

1

4.765 3.806 4.156
지역 흥미도

2

5.412 4.944 4.969
지역 흥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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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4.083 4.156
주제 흥미도

1

4.500 3.917 4.031
주제 흥미도

2

4.471 3.889 3.750
주제 흥미도

3

4.441 3.861 3.844
상황 흥미도

1

4.324 3.889 3.875
상황 흥미도

2

4.618 4.139 4.219
상황 흥미도

3

7섹션: 기억

0.753 0.767 0.781 텍스트 재인

0.829 0.833 0.888 이미지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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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6 0.410 0.406 이미지 회상

0.471 0.667 0.510 이미지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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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8 0.239 0.244 텍스트 회상

0.333 0.269 0.292 텍스트 회상

8섹션: 동질성 측정

5.000 5.111 4.906
음악 흥미도

1

4.941 5.028 4.781
음악 흥미도

2

4.853 5.139 4.844
음악 흥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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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집단별 평균

비고
고조화저조화무조화

1섹션: 동질성 측정

4.184 4.455 4.089
주제 흥미도

(사전) 1

4.132 4.523 4.067
주제 흥미도

(사전) 2

3.868 3.977 3.867
주제 흥미도

(사전) 3

3.368 3.409 3.089
지역 흥미도

(사전) 1

3.658 3.659 3.333
지역 흥미도

(사전) 2

[붙임 8] <실험 연구 1> 벨기에의 언어 갈등(부정내용)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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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4.295 4.044
지역 흥미도

(사전) 3

3.553 3.886 3.578

학습

자기효능감

1

4.079 4.295 3.889

학습

자기효능감

2

4.263 4.500 4.156

학습

자기효능감

3

응답결과에

따라서

2섹션,

3섹션,

4섹션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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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섹션: 교육영상(고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3섹션: 교육영상(저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4섹션: 교육영상(무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5섹션: 지각된 정서

3.500 3.636 3.733

지각된

지역 정서

1(역문항)

3.605 3.523 3.867

지각된

지역 정서

2(역문항)



- 203 -

4.079 3.750 3.756

지각된

지역 정서

3

3.526 3.045 2.956

지각된

지역 정서

4

5.289 5.136 5.067

지각된

주제 정서

1(역문항)

5.000 4.841 4.822

지각된

주제 정서

2(역문항)

4.842 4.773 4.644

지각된

주제 정서

3

4.737 4.136 4.356

지각된

주제 정서

4

6섹션: 흥미

4.105 3.909 3.578
지역 흥미도

1

4.237 4.114 3.822
지역 흥미도

2

3.684 4.023 3.933
지역 흥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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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4.023 4.044
주제 흥미도

1

4.053 4.068 3.933
주제 흥미도

2

4.184 4.000 4.000
주제 흥미도

3

4.579 3.909 3.956
상황 흥미도

1

4.526 3.955 3.844
상황 흥미도

2

4.711 4.545 4.178
상황 흥미도

3

7섹션: 기억

0.832 0.786 0.769 텍스트 재인

0.832 0.782 0.787 이미지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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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0.449 0.389
이미지 회상

1

0.349 0.290 0.378
이미지 회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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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8 0.227 0.348
텍스트 회상

1

0.351 0.197 0.252
텍스트 회상

2

8섹션: 동질성 측정

4.921 5.295 5.022
음악 흥미도

1

4.789 5.045 4.733
음악 흥미도

2

4.868 5.159 4.800
음악 흥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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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집단별 평균

비고
선 긍정 선 부정

긍정

조화

부정

조화

긍정

조화

부정

조화

1섹션: 동질성 측정

3.739 3.600 3.957 3.929
주제 흥미도

(사전) 1

3.804 3.778 3.870 3.857
주제 흥미도

(사전) 2

3.565 3.578 3.565 3.786
주제 흥미도

(사전) 3

3.348 3.267 3.674 3.405
지역 흥미도

(사전) 1

3.630 3.356 3.935 3.762
지역 흥미도

(사전) 2

[붙임 9] <실험 연구 2> 몰디브의 리조트 개발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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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4.467 4.609 4.429
지역 흥미도

(사전) 3

3.609 3.822 3.717 3.643

학습

자기효능감

1

3.717 4.022 3.957 4.048

학습

자기효능감

2

3.870 4.267 4.087 3.929

학습

자기효능감

3

응답결과에

따라서

2섹션,

3섹션,

4섹션,

5섹션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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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섹션: 교육영상(긍정조화, 선 긍정입장)

교육영상

시청후

6섹션으로

이동함

3섹션: 교육영상(부정조화, 선 긍정입장)

교육영상

시청후

6섹션으로

이동함

4섹션: 교육영상(긍정조화, 선 부정입장)

교육영상

시청후

6섹션으로

이동함

5섹션: 교육영상(부정조화, 선 부정입장)

교육영상

시청후

6섹션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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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섹션: 태도 및 행동의도

3.217 2.800 3.543 3.119
긍정 태도

1

3.630 3.022 3.804 3.262
긍정 태도

2

4.109 4.356 3.370 4.190
부정 태도

1

4.087 3.956 3.413 4.143
부정 태도

2

3.935 3.333 4.196 3.524

긍정

행동의도

1

3.674 3.067 4.130 3.286

긍정

행동의도

2

3.500 3.844 3.152 3.667

부정

행동의도

1

2.457 3.222 2.500 3.095

부정

행동의도

2

7섹션: 기억

0.772 0.633 0.696 0.655
긍정

텍스트 재인

0.804 0.722 0.815 0.810
부정

텍스트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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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0 0.744 0.880 0.821
긍정

이미지 재인

0.935 0.811 0.902 0.893
부정

이미지 재인

0.552 0.437 0.508 0.469

긍정

이미지 회상

0.225 0.223 0.280 0.222
부정

이미지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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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1 0.283 0.364 0.327
긍정

텍스트 회상

0.442 0.411 0.395 0.480
부정

텍스트 회상

8섹션: 동질성 측정

5.043 5.044 5.152 5.262
음악 흥미도

1

4.848 4.778 4.848 5.000
음악 흥미도

2

4.848 4.689 4.957 4.905
음악 흥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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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집단별 평균

비고
고조화저조화무조화

1섹션: 동질성 측정

4.031 4.212 3.929
주제 흥미도

(사전) 1

4.063 3.939 3.464
주제 흥미도

(사전) 2

3.719 3.606 3.250
주제 흥미도

(사전) 3

4.531 4.727 4.107
지역 흥미도

(사전) 1

4.188 4.152 3.607
지역 흥미도

(사전) 2

[붙임 10] <실험 연구 3> 제주도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언어적 지역조화도)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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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5.394 5.179
지역 흥미도

(사전) 3

3.938 3.667 3.321

학습

자기효능감

1

4.281 4.091 3.893

학습

자기효능감

2

4.281 4.121 3.929

학습

자기효능감

3

응답결과에

따라서

2섹션,

3섹션,

4섹션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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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섹션: 교육영상(고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3섹션: 교육영상(저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4섹션: 교육영상(무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5섹션: 지각된 생생함

4.469 4.727 4.107

지각된

생생함

1

4.906 4.636 4.000

지각된

생생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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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4.606 4.036

지각된

생생함

3

6섹션: 흥미

4.844 4.848 4.321
지역 흥미도

1

4.438 4.394 3.750
지역 흥미도

2

5.500 5.455 5.071
지역 흥미도

3

4.375 4.061 3.607
주제 흥미도

1

4.156 3.758 3.321
주제 흥미도

2

4.031 3.879 3.429
주제 흥미도

3

4.125 3.697 3.107
상황 흥미도

1

4.250 3.697 3.321
상황 흥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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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4.242 3.536
상황 흥미도

3

7섹션: 기억

0.738 0.752 0.743 텍스트 재인

0.844 0.739 0.750 이미지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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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 0.258 0.295
이미지 회상

1

0.273 0.235 0.259
이미지 회상

2

0.271 0.212 0.214
텍스트 회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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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0.159 0.098
텍스트 회상

2

8섹션: 동질성 측정

4.969 5.121 4.429
음악 흥미도

1

5.094 5.000 4.464
음악 흥미도

2

5.094 5.082 4.583
음악 흥미도

3

9섹션: 배경음악 친숙도

네(65.6%)

아니오(34.4%)

네(15.1%)

아니오(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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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집단별 평균

비고
고조화저조화무조화

1섹션: 동질성 측정

4.393 3.963 4.379
주제 흥미도

(사전) 1

4.393 3.963 4.172
주제 흥미도

(사전) 2

4.179 3.926 4.172
주제 흥미도

(사전) 3

3.786 3.667 3.621
지역 흥미도

(사전) 1

3.964 3.630 3.793
지역 흥미도

(사전) 2

[붙임 11] <실험 연구 3> 건조 기후지역의 주민생활(비언어적 지역조화도)

설문지 및 문항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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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3.296 4.069
지역 흥미도

(사전) 3

3.929 3.519 4.103

학습

자기효능감

1

4.071 3.852 4.310

학습

자기효능감

2

4.250 3.963 4.724

학습

자기효능감

3

응답결과에

따라서

2섹션,

3섹션,

4섹션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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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섹션: 교육영상(고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3섹션: 교육영상(저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4섹션: 교육영상(무조화)

교육영상

시청후

5섹션으로

이동함

5섹션: 지각된 생생함

4.571 4.778 4.517

지각된

생생함

1

4.500 4.481 4.448

지각된

생생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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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4.519 4.552

지각된

생생함

3

6섹션: 흥미

4.107 3.630 4.103
지역 흥미도

1

4.250 3.704 4.207
지역 흥미도

2

4.071 3.630 4.207
지역 흥미도

3

4.464 3.926 4.379
주제 흥미도

1

4.286 3.889 4.034
주제 흥미도

2

4.107 3.889 4.241
주제 흥미도

3

4.250 3.963 3.966
상황 흥미도

1

4.179 4.000 4.000
상황 흥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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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4.111 4.172
상황 흥미도

3

7섹션: 기억

0.786 0.815 0.779 텍스트 재인

0.707 0.704 0.676 이미지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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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 0.296 0.386
이미지 회상

1

0.545 0.278 0.448
이미지 회상

2

0.369 0.346 0.345
텍스트 회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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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8 0.204 0.293
텍스트 회상

2

8섹션: 동질성 측정

5.286 5.370 5.138
음악 흥미도

1

5.214 5.074 4.966
음악 흥미도

2

5.143 5.000 4.759
음악 흥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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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the background music

congruency in teacher-produced instructional videos affects the

learning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ase region areas.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by dividing the background music

congruency into emotional congruency and regional congruency.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eacher-produced instructional videos, the learning effect

of background music, the learning effect of background music

congruency, and background music congruency in case region

instructional videos. In addition, three experimental studies were

designed and conducted using online research tools in distance

education.

In <Experimental Study 1>, 229 first-year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in Seoul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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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emotional congruency in teacher-produced instructional video

affects learners' memories, interests, and perceived emo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ackground music emotional congruen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arner's memory,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est and perceived emotion. <Experimental Study 2>,

179 first-year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in Seoul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background music emotional congruency

in teacher-produced instructional video affects emotion-related

memories, emotion-relate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ackground music emotional congruen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arner's emotion-related memory,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otion-relate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In <Experimental Study 3>, 177 first-year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in Seoul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background music regional congruency in the teacher-produced

instructional video affects learners' memories, interests, and perceived

vivid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ackground music regional

congruen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arner's memory and

perceived vividness,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es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production of educational

videos,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non-face-to-face pedagogy,

and verified the improvement of learning effects based on intuitive

and fast thinking. The geography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reinforced the emotional meaning of geographic learning

contents through background music, provided implications for

geography teaching to internalize value, and proposed a new method

of using reg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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