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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PTV는 인터넷 로토콜, 즉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된 각종 

데이터,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방송 형태로 제공하는 상

호작용  텔 비 (임정훈, 한승연, 김경, 고범석, 2009)이다. 방송과 통신을 연계하는 핵심 서비

스로 알려진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기존의 다른 정보통신 매체들과는 달리 방송

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하여 다양한 채 을 통해 사용자 개개인에게 개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가

능하다는 , 다양한 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 고화질의 동 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는  등으로 삶과 학습환경에서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 원회를 심으로 마련한 2009년 2월 ‘맞춤형 IPTV 교육서비스 방

안’을 통해 2010년 3월부터 국 등학교에 IPTV 활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계획을 

수립, 실천하기에 이르 다. 이 방안을 토 로 2009년 6월부터 국의 ․ ․고교 인터넷망을 

IPTV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10Mbps에서 50Mbps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IPTV 서비스 3사는 IPTV용 교육콘텐츠를 확보․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비하고 실시하게 되

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IPTV의 교육  활용방안을 탐색하

고, 그 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2009년 10월부터 IPTV 연구학교를 지정․운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IPTV의 국 인 시범  운   확산과 더불어, 활용하는 핵심 구성원들

과 련된 각종 다양한 요인들과 교수․학습 효과성의 계에 한 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IPTV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나 특성 변인들을 ‘IPTV 교수․학습의 효과성’에 미치는 양상

을 악하고 이를 토 로 IPTV의 가능성과 략을 보다 명시 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두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PTV를 활용하는 사용자 특성 요인과 련된 연구들에 한 심이 높

아지며 확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장면에서 사용자의 개인 인 특성에 맞춤화되고 최 화된 방식으로 교수․학습 매

체를 사용한다면 학습 성취도를 극 화할 수 있는 효율 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첨단 매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청각 양식의 정보가 다양한 속도로 제시된다. 

시각 으로는 정지 상이나 동 상이 텍스트 등과 함께 제시되고 청각 으로는 나 이션과 더

불어 다양한 소리 등이 함께 제공되며 여기에 덧붙여 이런 정보들이 학습자의 주의를 잡아두기 

해 빠른 속도로 제시된다. 이러한 다양한 시청각  방식이 사용자의 특성과 부합되어 제공되

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는 첨단매체와 다양한 서비스가 용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에

서 사용자의 개인  특성은 학업성취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Parkinson & Redmond, 2002; 조경자, 송승진, 한 희,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환경에서의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IPTV에 해 다룬 연구

들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교수․학습 효과성을 직 으로 련시킨 것들은 극히 찾아보

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분 련 주변 장치나 입출력 인터페이스 설계  향상을 한 ‘사용성’ 

는 ‘사용자 편의성’ 변인을 심으로 한 연구들(조운정 외, 2008; 강상원, 2009; 남인, 2009; 채

행석 외, 2009)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효과성을 만족도라는 차원에서 검증하기 해 사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연계시킨 연구들은 일부 이루어져 왔다. 컨 , 하혜경(2009)은 IPTV 사용성 

향상을 한 GUI 디자인 연구를 실시하 고, 오종서(2007)는 디지털 성방송의 시청자 사용성 

평가를 스카이라이 의 양방향채 을 심으로 수행하 다. 정경희 등(2008)의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모델을 심으로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으며 김 환과 최수일 등

(2009)은 지각된 서비스 품질, 유용성, 용이성이 IPTV 사용자 만족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시도했다. 교수․학습 상황과 직  련하여 이루어진 표  시도는 

임정훈, 김세리, 한승연, 김경, 고범석(2009)이 국 ․ ․고등학교 48개교 교사 189명을 상

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IPTV에 한 인식수   교육 요구도를 분석함

으로써 학교 장에 IPTV 도입․ 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략들을 탐색하 다. 

그런데 이와 같은 IPTV의 효과성 련 선행 연구들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직 으로 활용

된 것이 드물고 사용자 특성 변인과 련지어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IPTV의 새로운 매체  속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연구는 극히 찾아보

기 어렵다. IPTV의 핵심 매체  속성  하나는 교육  효과가 높은 고품질․고음질의 생생한 

시각  동 상 콘텐츠를 양방향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이다. 이러한 매체  속성과 교수자 

 학습자의 특성의 향 계를 효과성 측면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는 것은 세부 특성에 따라 

IP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한 요한 략  시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PTV의 매체  속성과 긴 히 련된 여러 가지 사용자 특성 변인들 에서도 효과성에 향

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의 하나로 ‘정보처리습 ’을 들 수 있다. 정보처리습 이란 

사용자의 학습양식 련된 특성 변인  하나로서(Smaldino, Russell, Heinich, & Molenda, 

2005),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시각 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높은지 혹은 언어 으로 처

리하는 경향성이 높은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인  특성이다(Childers, Houston & Heckler, 1985). 

일반 으로 시각 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한 유형을 ‘시각정보처리자’라고 하며 언어 으로 처

리하는 경향이 강한 유형을 ‘언어정보처리자’라고 한다. 물리 으로 시각 ․청각 인 강 이 

다른 어떤 뉴미디어보다도 부각되는 IPTV의 경우 학습자의 시각  혹은 언어  경향성은 IPTV

의 활용 효과성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 으로 가정해 보건 , 고품질․고음질의 생생한 동 상 콘텐츠가 심이 되는 IPTV는 

시각  자료가 언어  자료보다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 매체이며, 정보를 시각 으로 다루



는 경향이 강한 사용자들에게 높은 호응도와 효과성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는 반 의 

상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이미 익숙한 시각 인 정보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정보를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시각처리자 집단에게 낮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보처리의 조직과 처리방식에 있어서 일 된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Messick, 1976), 정보의 지각에서 이해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나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Felder, 1993).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들은 IPTV라는 최첨단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실제

로 탐구되거나 검증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증의 시도가 체계 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용

자의 정보처리습 이나 유형별 콘텐츠 사용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가 선

호․필요로 하는 자료나 정보, 콘텐츠 등을 추천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정보처리

습 에 따른 IPTV 활용 효과성에 한 연구는 실질 으로 콘텐츠의 제시방식을 설계하거나 조합

하여 사용자 집단에게 제공할 때 강력한 략  시사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 하여, 국의 등 교사  학생들  2010년 2학기에 IPTV 

교육서비스를 시범운 하는 연구학교 구성원들을 상으로 정보처리습 이 IPTV의 교육  효

과에 미치는 향을 탐색해 보기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  달성을 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IPTV를 활용하는 교사 집단에서 시각정보처리자와 언어정보처리자의 IPTV 활용 효과

성 차이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둘째, IPTV를 활용하는 학습자 집단에서 시각정보처리자와 언어정보처리자의 IPTV 활용 효

과성 차이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Ⅱ. 

‘효과성’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교육  측면에서 통상 으로 효과성

을 규명하는 작업은 각종 다양한 독립변인들이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는 교수․학

습 만족도에 미치는 향 정도나 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 외에 연구의 목

에 따라 도구의 사용성 는 학습자의 인지 ․정서 ․사회  발달과 련된 다양한 요인들

을 효과성의 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IPTV의 효과성에 한 연구들은 기기 는 콘텐츠의 ‘사용편의성’ 는 이와 련된 ‘만족도’



를 주요 효과성 변인으로 다룬 것들이 부분이다. 직 으로 교수․학습 상황을 다루거나 장

기 인 측면에서 교과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히 IPTV 사용성  만족

도 련 연구들은 리모컨 등 입출력 장치의 편의성이나 화면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사용자 

련 요인들과 련지어 탐색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주로 사용성 개선을 통해 인터페이

스를 설계하기 한 략이나 개선하기 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를 들면, 조운정 등(2008)은 IPTV의 주  인터페이스에 한 고령자 사용성 연구를 통해 경

험 이고 실증 인 데이터를 얻고자 고령자를 상으로 실험  인터뷰를 실시, 시맨틱 주  기

반의 IPTV 환경에서의 가독성 범   웹 사용성을 평가하 다. 연구의 결과, 시청거리 2.5미터 

기 에서의 최  가독성 범 를 도출하 고 시맨틱 주  방식이 사용성 평가에서 정 이고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 다. 비슷한 맥락에서 채행석 등(2009)은 IPTV 환경에서의 효율

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한 인지 ㆍ물리  가독성 요소를 규명하기 하여 IPTV 환경에서 

사용성 향상을 한 인지 ·물리  가독성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과정은 크게 세가지로 나

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인지  가독성 연구에서는 폰트 종류와 폰트 크기에 따른 을 읽

은 시간과 정확률에 해 실험을 진행했다. IPTV 환경에서 최 의 폰트 크기는 28pt이며, 이때 

읽은 시간과 정확률이 가장 좋은 폰트는 SEC 젠B(삼성체P)라는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물

리  가독성 연구에서 폰트 종류와 폰트 크기에 따른 정확률과 재인 반응 시간에 한 실험을 

진행했다. 지각 으로 자극을 보고 단하는 반응 시간이 폰트 크기에 따라 유의미하게 짧아졌

고 정확률 한 28pt에서 가장 높았다. 한 폰트 종류와 폰트 크기에 따라 가독성·심미성·선호

도·피로도를 주  느낌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폰트 크기가 20pt 이상일 때 네 가지 측면에서 

보통 이상 수 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SEC 젠B(삼성체P)나 머리정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인(2009)은 시지각 분석방법을 통한 IPTV 리모컨 사용성 향상 방안을 탐색하기 

해 인간의 인지과정 이론을 통하여 시지각 로세스와 조작 행  단계까지의 인지과정을 통해 

리모컨을 인지하고 행 하는 단계까지의 로세스를 도출하 다. 유사한 맥락에서 강상원(2009) 

역시 IPTV 시청자의 사용성 편의를 한 화면 UI 설계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외 IPTV 사업자

들의 서비스 황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분석하여 시청자들의 사용성 편의에 

을 맞춘 화면 UI를 연구하 고, 이를 IPTV 사업자들이 시청자 에서 화면 UI를 개발하여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I설계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가장 큰 성장성이 

상되는 데이터방송에 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제시를 하 다.  

한편, 사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직 으로 연계하여 학습자 련 변인들을 보다 심층 으

로 탐구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하혜경(2009)은 IPTV 사용성 향상을 한 GUI 디자인 연

구를 시도하 는데, 이를 하여 IPTV GUI 디자인의 방향을 해서 GUI 디자인 원칙을 심으



로 IPTV의 채 검색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필요한 아이콘과 텍스트, 이들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나타내는 이아웃에 해 살펴보고 연구하 다. 그 방법으로 재 국내에서 상용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는 3개의 랜드를 상으로 사례조사를 하 고, 연구의 결과를 토 로 IPTV 계층구조

의 근성을 높이기 한 4방향/확인버튼과 이  버튼의 유기  구조화, 컬러버튼의 독립 인 

옵션선택 인지향상을 한 버튼 형태의 구분, 양방향서비스 사용  역인지를 한 버튼의 시

각표 으로 IPTV 리모컨 인터페이스의 시지각 근방법을 제안하 다.  

오종서(2007)는 디지털 성방송의 시청자 사용성 평가를 스카이라이 의 양방향채 을 심

으로 실시하 다. 이 연구는 시청자 심으로 하여 재 방송 인 양방향 로그램의 사용성 평

가를 통해 시청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 을 제기하는 데 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 입력 기기의 조작 편의성, 화면의 디자인과 직 성, 메뉴의 일 성과 체계성 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련된 연구로 오종서(2008)는 다시 양방향 TV 로그

램의 사용성 평가를 하여 스카이터치 채 을 심으로 한 사례 연구를 시도하 다. 결과 으

로 리모컨의 사용 편의성  화면 인터페이스의 직 성, 비선형성 등이 주요한 개선 사항  사

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외에 사용자의 만족도와 련된 다양한 내 ․외  변인들을 다룬 연구들도 일부 이

루어져 왔다. 표 으로 정경희, 조인희, 박재민, 조재립(2008)은 ‘IPTV 이용의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심으로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는데, 

서비스 품질이 가장 결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환과 최수일

(2009) 등은 지각된 서비스 품질, 유용성, 용이성이 IPTV 사용자 만족  지속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 이 연구는 서비스품질, 정보기술 수용, 고객만족도, 

지속사용의도, 추천의도의 5가지 항목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IPTV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유용성, 이용 용이성이 고객만족도에 

강한 향을 주며, 지속사용의도와 추천의도에도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콘

텐츠의 유용성에 한 인식이 사용만족도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에게 콘텐츠의 

가치를 높게 인식시키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고객만족과 고객확보에 요한 

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PTV를 활용할 때 인지

․물리  가독성  리모컨 등 입출력장치와 TV간의 상호작용성 등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사용성과 련된 연구들은 IPTV와 련된 연구들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이들 연구가 다루는 이슈들의 부분은 가독성과 원활한 상호작용성이 주류를 이룬다. IPTV

의 사용성이 효과성의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용자의 만족도가 요한 

효과성 변수 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역시 사용성이 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 



요인이며 그 외에도 서비스 품질  콘텐츠 등이 요한 요인들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셋째, 2000  반부터 지 까지의 뉴미디어 활용 교육  ICT 활용 교육 효과성 련 연구

들에서는 정책  연구의 경우 유러닝이나 모바일 러닝과 련된 첨단 시설, 교육환경, 장비, 도

구, 소 트웨어들을 용한 교육 효과성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 시범  용을 수행하고 그러

한 용 결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후 정책 인 시행방안을 결정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보처리습 과 교수․학습 매체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개인차를 결정짓는 것은 성격, 정서, 행동 등의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체계 인 지식구조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측면이 매

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eefe, 1985). 학습자의 인지  측면의 개인차를 일반 으로 학습양식

이나 인지양식이라고 일컫는다. 학습양식 는 인지양식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문제해결

하는 습  방식이라는 포 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고(Allport, 1937: Riding, 2002 재인용), 

한 개인이 정보를 조직화하고 표상할 때 사용하는 습 인 선호방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Riding, 2002). 

정보처리습 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의 포 인 학습양식  

정보를 인지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근, 즉 정보처리의 인지  패턴을 말한다(Smaldino, 

Russell, Heinich, & Molenda, 2005). 이러한 패턴을 구분하는 근들은 정보의 추상성/구체성, 

시각성/언어성 등 다양한 기 들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가장 표 인 것 의 하나가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시각 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높은지, 혹은 언어 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높은지

에 따라 구분하는 근이라고 할 수 있다(Childers, Houston & Heckler, 1985). 

이와 같은 정보처리 경향성이 왜 나타나며 어떻게 습 화되는가에 한 이론 이고도 실증

인 시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Childers, Houston, 그리고 Heckler(1985)는 정보처리에 

한 경향성, 즉 정보처리습 이 형성되는 근원으로서 두 가지 개인 인 특성을 언 하 다. 하

나는 인지  능력과 역량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처리 략의 경향성이다. ‘어떠한 정보처리 역

량이 뛰어난가’에 따라 정보처리의 경향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선호의 결과로 야기되는 정보처리양식이 있다. ‘어떠한 정보처리 방식을 좋아하는가’에 따라 정

보처리의 경향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를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  능력에 기인한 정보처리 경향성이란 개인  역량에 따라 정보처리 경향의 활용 빈도



와 효과가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능력에 기인한 정보처리 경향성은 주로 ‘심

상화’ 변인으로 논의된다. ‘심상화 능력’이 뛰어난 활용자가 정보나 상을 심상화 하는 략을 

보다 빈번하게 효과 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심상화 능력이란 ‘얼마나 렷한 심상을 환기시

킬 수 있는가’와 련된 심상화의 생생함(MacInnis, 1987)의 능력과, 심상을 생성하고 조작하며 

변형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Childers, Houston, & Heckler, 1985; MacInnis & Price, 1987)

으로 이루어진다. 심상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능력(imagery controllability)은 발산  사고과제의 

수행 등과 같은 수많은 인지  처리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Innis, 1987). 

한편, 개인  선호로 야기되는 정보처리 경향성은 정보를 시각 으로나 언어 으로 처리하는 

것에 한 선호도의 개인차로 인해 그 빈도와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Paivio(1971)

와 Richardson(1978)은 정보를 시각 으로나 언어 으로 처리하는 것에 한 경향과 선호에 개

인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양윤, 김수희, 2000, 재인용). 보다 구체 으로, 시각  정보처리

자(visualizer)는 정보를 사 지식과 련짓는데 있어서 물리 인 형체를 보거나 느끼는 것을 선

호하는 사람이며, 사고를 할 때 백일몽이나 심  그림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언어  

정보처리자(verbalizer)는 언어 인 부호화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사고할 때 내  언어를 즐겨 

쓰는 사람이다(MacInnis, 1987; 양윤, 김수희, 2000). 이 듯 정보처리습 은 심상 으로 정향된 

처리  언어 으로 정향된 처리를 습 으로 하려는 정보처리 경향을 말한다(Childers et al., 

1985). 많은 연구들은 인지  능력에 따른 정보처리 경향성보다 개인  선호도에 따른 정보처리 

경향성이 특정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Childers 등(1985)

은 정보처리양식의 측정도구들  하나인 SOP(Style of Processing Questionnaire)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상화 역량’ 측정도구인 VVIQ(Vividness of visual Imagery Control)를 ‘정보처리습

 유형별(시각처리-언어처리) 선호도’ 측정도구인 VVQ(Visualizer-Verbalizer Questionnaire), 

SOP와 함께 사용하여 활용자들의 기억과의 상 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심상화 능력은 기억측

정과 유의한 상 이 없었으나, SOP로 측정된 선호는 회상과 재인 모두와 상 이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처리습  유형별 ‘능력’보다는 정보처리습  유형별 ’선호도 개

인차’가 정보처리 효과에 있어 보다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다. 따라서 정보처

리습  유형을 변인으로 하여 특정 정보의 활용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 인 선호

의 경향에 근거한 정보처리습  유형, 즉 시각 정보처리자(visualizer)와 언어 정보처리자

(verbalizer)를 요한 하  분류 거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이와 같은 정보처리습 은 교수․학습 매체 활용의 효과성과 어떠한 련성을 가지

는가? 양자간의 련성은 교육장면에서 학생의 개인차를 알고 거기에 합한 교수법과 학습매

체를 사용할 경우 학습 성취도를 극 화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고려해 본다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련된 연구들은 꾸 히 이루어져 왔



다. 기존의 학습양식연구자들은 학습양식에 의한 학습자의 분류가 학업성취를 매우 잘 측한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Sternberg & Grigorenko, 1997).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멀티미디

어나 웹 등을 활용하는 학습이 많아지면서 사용의 개인  특성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로 두되었다(Parkinson & Redmond, 2002; 조경자, 송승진, 한 희, 2001). 멀티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에는 여러 가지 시청각 양식의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각 으로는 

정지 화면(사진)이나 동 상이 제시되고 청각 으로는 나 이션과 함께 다양한 음향 효과들이 

함께 제공된다. 일반 으로는 멀티미디어 제작자들은 학습도구가 화려할수록 학업성취도가 우

수할 것으로 측하기도 하지만, 학습양식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라 학업 성취

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학습자의 개인차나 개인  특성들이 각각 어떠

한 교수․학습 매체와 어떻게 결합되어 활용되는가에 따라 매체 활용 양상이나 효과성이 달아

진다고 보고, 많은 연구들이 학습양식이나 정보처리습 에 따른 학생의 분류와 교수 매체의 개

발, 학습 략의 훈련과 평가 등을 활발하게 탐구하고 있다(Flelder, 2002). 

2) 정보처리습 과 IPTV 활용 효과성간의 계

그 다면 IPTV가 지니고 있는 교육매체  특성은 일반 인 특성과는 어떻게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IPTV의 활용 효과성은 정보처리습 과 어떠한 련이 있는가? 먼  

IPTV의 매체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처리습 이 IPTV의 효과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단계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PTV는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하고, 역을 이용한 HD  고화질과 

CD 수 의 고음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임정훈, 한승연, 

김경, 고범석(2009)이 제시한 IPTV의 매체  특징을 물리 인 측면과 서비스 인 측면으로 정리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 인 측면에서 가장 특징 인 것은 고화질․고선명성․고음질 기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다. IPTV가 SD 은 물론 HD 의 고화질․고선명성․고음질 기반의 콘텐츠를 학습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  하나이

다. 일반 으로 멀티미디어 자료가 갖고 있는 교육  장 으로서 생생한 장감․생동감이 강조

되는데,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교육목표 달성에 정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  서비스 측면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채 , 세분화된 방송용 동 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양방향 활용이 가능한 매체라는 이다. IPTV는 교육  목 으로 채 을 무한 로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세분화된 동 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 

텔 비 은 통 으로 일 방향 매체로 인식되어 온 반면, IPTV는 인터넷 로토콜을 이용하기 때



문에 기존의 텔 비 이 갖지 못했던 인터넷 활용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의 세부 특징을 토 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IPTV의 물리  특성 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물리 으로 고화질․고선명성․고음질 기반의 교수․학습 사례들이나 자

료들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시각 이고 생생한 자료들을 주요하게 활용하는 것이 

IPTV의 강 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과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유형의 정보처리 경향성은 정보

를 처리할 때 정보의 회상과 재인 등에 향을 미친다(양윤, 김수희, 2000). 시각 정보처리자

(visualizer)는 정보를 사 지식과 련짓는데 있어서 물리 인 형체를 보거나 느끼는 것을 선호

하는 사람이며, 언어 정보처리자(verbalizer)는 언어 인 부호화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 유형별 정보처리 경향성의 효과는 련된 정보의 물리 인 특징이 특정 선호

도에 부합될 때 매우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Macinnis, 1987; 양윤, 김수희, 2000). 바꾸어 말하면, 

IPTV는 생생한 고화질․고선명성을 보유한 교육매체이므로 시각  정보처리자가 보다 높은 효

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게 되면 특정 유형의 정보처리자가 IPTV의 활용 효과성에 있어서 

많은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TV를 통한 체계 인 언어자료의 활용을 

통해 언어  정보처리자에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

은 아니다. 교사들의 경우도 본인이 선호하는 유형의 정보가 많고 기능이 강력한 매체를 선호하

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들은 IPTV라는 최첨단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

수․학습 상황에서는 실제로 탐구되거나 검증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도가 체계 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용자의 정보처리습 이나 유형별 콘텐츠 사용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용자가 선호․필요로 하는 자료나 정보, 콘텐츠 등을 추천해  수 있다는 에서 강력한 

시사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Ⅲ. 

본 연구의 연구 상은 IPTV 교육 효과성 시범연구학교로서 등학교 9개교, 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22개교가 참여하 다. 구체 으로는 등학교 5학년 27개 학  785명, 4학

년 10개 학  262명이 참여하 고, 학교 1학년 18학  518명이 참여하 으며, 고등학교 1학년 

47개 학  1,616명 등 총 3,180여 명의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한 IPTV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하여 IPTV 서비스는 A사, B사 그리고 C사에서 제공하 다. IPTV 업체별로는 A사가 

․ ․고등학교 8개교, 32개 학  884명을 상으로 사회과와 과학과의 IPTV 서비스를 제공



하 고, B사가 ․ ․고등학교 6개교, 35개 학  1,221명을 상으로 어과를 제공하 으며, 

C사는 ․ ․고등학교 8개교, 35개 학  1,076명을 상으로 사회과와 과학과를 심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자료를 제외하고, 사 검사와 사

후검사 모두 응답한 교사들은 55명, 학생들은 1,389명이었다.  

정보처리습  유형 집단 구분을 한 검사 결과, 교사 집단의 경우 응답자 55명  22명에서 

확연한 정보처리 경향이 드러났다. 일반 으로 정보처리습  검사에서 언어처리문항 상  25%

에 속하면서 동시에 시각처리문항 상  25%에 속하지 않는 피험자를 언어정보처리자로 선정하

고, 시각처리문항 상  25%에 속하면서 언어처리문항 상  25%에 속하지 않는 피험자를 시각정

보처리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집단이 분류된다(Childers, Houston, & Heckler, 1985). 이와 같

은 방식에 의하여 교사 22명이 통계분석을 한 상으로 분류․선정되었다. 그  언어정보처

리자는 12명, 시각정보처리자는 10명이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분류한 결과, 총 1,389

명  103명이 정보처리 경향이 확연히 나타난 피험자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언어정보처리자가 

56명, 시각정보처리자가 47명이었다. 다만 사회, 과학, 어 교과별 태도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103명 의 학생  해당 교과 수강생 수만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으므로 교과별 분석 

상 학생 총계는 체 집단 총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모든 시범학교에서 동일한 교과를 개설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교과태도 분석 상 집단 총계는 교과별로 상호 편차가 있었는데, 사회과의 

경우 83명, 과학과는 68명, 어과는 102명이 분석 상으로 활용되었다.

<표 1> 연구 참여 교사  학생 황



1) 정보처리습  검사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인에 해당되는 정보처리습 을 검사하기 해 Childers, Houston과 

Heckler(1985)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하 다. 검사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언어처리문항이 5문항, 시각처리문항이 6문항이다. 언어처리문항 상  25%에 속하면서 동시에 

시각처리문항 상  25%에 속하지 않는 피험자를 언어처리자로 선정하고, 시각처리문항 상  25%

에 속하면서 언어처리문항 상  25%에 속하지 않는 피험자를 시각처리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Childers, Houston, & Heckler, 1985). 본 검사도구는 독립변

인인 정보처리습 의 검사를 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사  검사로 실시되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는 교사와 학생용 모두 .86으로 나타났다.

2) 효과성 측정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변인 측정을 한 검사를 교사와 학생 역으로 나 어 실시하 으며 

검사도구 한 구분하 다. 교사들을 상으로 한 효과성 종속변인으로 IPTV의 교육  속성에 

한 인식과 성과인지도를 선정하고 이에 한 검사를 실시했다.

IPTV의 교육  속성은 IPTV를 수업에 사용하 을 경우 교육 으로 가능한 략  활용 방법의 

가능성에 한 교사인식을 확인하는 문항들로서 임정훈 외(2009), 박석철(2008), 국제 e-비즈니스학

회(2009), Kennard(2000) 등에서 제안한 IPTV의 다양한 속성들에 기 하여, ① 다채 , 다메뉴를 

통해 풍부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 ② 고화질, 고선명성, 고음질 자료를 활용한 수업, ③ TV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친숙성  근성, ④ 원하는 정보를 쉽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작의  

간편성 , ⑤ 내가 원하는 로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정보의 편집·가공의 수월성, ⑥ 

다양한 양방향 상호작용  수업 가능성, ⑦ 자료의 질  우수성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은 자신이 사용해 본 IPTV가 이러한 교육  속성을 얼마나 구 하고 있는지를 Likert 5  

척도로 답을 하 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는 .91로 나타났다.

성과인지도 검사도구는 이종연 외(2006)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과인지도 검사도구는 수업 비 역 5문항, 수업운  

역 8문항, 수업효과 역 12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IPTV 수업의 비․운 ․마무

리․평가 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는 .9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 역에서의 효과성 측정을 한 종속변인으로는 교과태도와 학습만족도가 선정

되었다. 각 검사도구에 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교과별 학습태도 검사도구는 KICE(2006)의 ‘국가수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에 사용된 

‘2007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설문지’의 과목별 설문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문항은 교과에 

한 정  자아 개념, 교과에 한 가치인식 등의 하  역을 포함하며, 각 교과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다. 학생을 상으로 사  검사와 사후 검사로 실시되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는 .94로 나타났다.

학습만족도의 경우 IPTV가 갖는 매체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만족도에 한 문항을 자체 

개발하 다. 학습만족도 검사도구는 인지  측면 만족도 5문항, 정의  측면 만족도 6문항, 학습활

동  경험의 다양화 4문항, 반만족도  지속활용 의향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먼 , 연구목표와 문제를 선정하고 난 뒤, 

연구수행을 한 반 인 계획을 수립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규정하 다. 그리고 나서 연구

상인 교사들의 인구사회학  배경변인들을 조사한 뒤 연구에 필요한 연구도구들을 개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 다. 연구도구 개발이 완료된 뒤에는 직  교사들이 IPTV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 다. IPTV 활용수업

이 종료된 뒤 2010년 12월 순 경에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IPTV의 효과성에 한 교사  

학습자들의 인식수 을 확인하는 검사가 실시되었다. 검사 후에는 검사 결과 자료를 t검증  

F검증 등을 통해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PTV의 교육  활용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이 

IPTV의 교육  활용과 실질 으로 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한 것이다. 이에 사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각 변인들을 검증하 다. 두 변인 간의 비교차이를 검증하는 데는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사용하 고, 변인의 후 효과크기의 변화를 검증하

는 응표본 t 검증(Paired-Samples t Test)을 실시하 다. 세 변인 이상의 계를 검정하는 데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 으며, 독립변인이 동질 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 검

사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도구로는 SPSS 15.0이 사용되었다.



Ⅳ. 

1)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의 교육  속성 인식 분석

교사의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의 교육  속성에 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정보처리습 의 언어정보처리와 시각정보처리는 일반  상황에서 부분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처리습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제한 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정보처리습 이 명확히 구분된 교사는 55명 에 22명이었으

며, 언어정보처리자 12명, 시각정보처리자 10명이었다. 이와 같은 교사의 사례수를 바탕으로 정보처

리습 에 따른 IPTV의 교육  속성에 한 인식차이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정보처리습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2>). 그러나 체 으로 언어정보처리

습 의 교사들이 다소 높은 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의 교육  속성 인식 결과



2)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 활용 교육에 한 교육  성과인지도 분석

정보처리습 에 따라 IPTV 활용 교육에 한 교사들의 성과인지도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t 검증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 활용 교육에 한 성과인지도 분석결과

IPTV 활용 교육에 한 성과인지도는 정보처리습  즉, 언어정보처리자(M=3.05, SD=0.76)와 

시각정보처리자(M=3.06, SD=0.50)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보처리습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를 분석한 결과, t=-0.06, P=0.95로써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IPTV 활용 교육에 

한 성과인지도는 교사들의 정보처리습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3)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 활용 교수․학습 효과성 인식 분석 결과 종합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 활용 교수․학습 효과성 인식 분석을 종합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사 역 IPTV 교육 효과성에 한 분석결과 종합

*: p<.05, **: p<.01, N.S.: 유의미한 차이 없음



반 으로 교육  속성 측면과 성과인지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집단이 인식하는 IPTV 속성이나 활용 성과에는 정보처리습 이 커다란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정보처리습 에 따른 교과태도 분석

정보처리습 에 따른 교과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과(언어정보처리자 M=2.73, 시각정보처

리자 M=2.49)와 과학과(언어정보처리자 M=3.08, 시각정보처리자 M=2.85), 어과(언어정보처리

자 M=2.73, 시각정보처리자 M=2.47)에서 언어정보처리자가 시각정보처리자보다 높은 교과태도를 

보 다. 

<표 5> 정보처리습 에 따른 사후 교과태도에 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이와 같이 정보처리습 에 따른 학생들의 교과태도 수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해 실시한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정보처리습 에 따른 교과태도에 한 공변량 분석결과

정보처리습 에 따른 학생들의 교과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과(F=6.47, p=0.00), 과학과

(F=20.17, p=0.00), 어과(F=8.63, p=0.00)에서 p<0.01 수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교과에 

있어 정보처리습 의 차이에 한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사회과 ES=0.42, 과학과 ES=0.37, 어과 

ES=0.44로써 유형간의 효과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처리습 이 교과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보처리습 에 따른 학습 만족도 분석

정보처리습 에 따라 IPTV 활용 교육에 한 학습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t 검증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정보처리습 에 따른 학습만족도 독립표본 t 검증결과

 

IPTV 활용 교육에 한 학습만족도는 정보처리습  즉, 언어정보처리자(M=3.44, SD=1.01)와 

시각정보처리자(M=3.45, SD=0.86)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보처리습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를 분석한 결과, t=-0.59, p=0.95로써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IPTV 활용 교육에 

한 학습만족도가 학생들의 정보처리습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 활용 교수․학습 효과성 인식 분석 결과 종합

학습자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 활용 교수․학습 효과성 인식 분석을 종합한 결과물을 정리하

여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

**

**

<표 8> 학생 역 IPTV 교육 효과성에 한 분석결과 종합

*: p<.05, **: p<.01, N.S.: 유의미한 차이없음

학습 만족도에는 반 으로 유의미한 향이 없으나, 정보처리습 이 교과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F=6.47, p=0.00), 과학과(F=20.17, p=0.00), 어과(F=8.63, 

p=0.00)에서 p<0.01 수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정보처리자가 시각정보처리자보다 높

은 교과태도를 보 다. 

Ⅴ. 

본 연구는 국의 등 교사  학생들  2010년 2학기에 IPTV 교육서비스를 시범운 하는 

연구학교 구성원들을 상으로 정보처리습 이 IPTV의 교육  효과에 미치는 향을 탐색해 

보기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  시사 을 교사  학습자 집단으로 나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IPTV 활용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육  속성 인식에 한 논의 

교사의 정보처리습 에 따른 IPTV의 교육  속성에 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처리습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 언어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보다 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각처리정보 단서를 선호하는 시각정보처리유형의 교사들보다 언어처리정보 단서를 선호하는 

언어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IPTV의 교육  속성을 보다 정 으로 인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교수․학습 맥락에 있어서 언어정보처리의 단서를 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교사들에

게 IPTV가 교육  매체로서 ‘신기 효과(novelty effect)'를 나타냈을 가능성이다. 신기 효과는 특정 

유형의 정보, 상, 사물, 상황이 매우 새롭고 첨단에 기반한 것일 경우 이에 한 새로운 느낌과 

호기심으로 정 인 반응을 보이는 상을 의미한다(Clark & Sugrue, 1988). 언어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교사들은 상 으로 시각  자료보다 언어  자료들을 주로 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IPTV는 이러한 유형의 교사들에게 매우 신선한 매체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둘째, 시각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교사들은 IPTV에서 주로 제시된 콘텐츠보다 더욱 역동 인 

시각  자료들을 평소 다른 ICT 자료나 매체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정 인 정도가 

낮았을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많은 자료들을 자유롭게 하는 유형의 교사들은 ‘TV'를 통해서만 

제시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들에 해 다소 부정 으로 단하 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터하면 IPTV의 생생하고 역동 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물리 인 기능들을 

일 성있고 안정 으로 유지하며 개선함과 동시에 좀더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IPTV 활용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육  성과인지도에 한 논의

IPTV 활용 교육에 한 성과인지도는 정보처리습  즉, 언어정보처리자와 시각정보처리자에게

서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결과의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IPTV 활용 교육에 한 성과인지도는 교사들의 

정보처리습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요인들이나 기타 조건 등의 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일 수 있다는 이다. 교육 인 성과인지도는 크게 수업 비 역, 수업운  역, 수업효

과(결과) 역으로 나 어 조사되었는데, 주로 수업 리  운 상의 성과이다. 즉, 때로는 행정 이



거나 리 인 요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처리보다는 좀더 

거시 이거나 계지향 , 는 환경 인 요인들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역이므로, 정보처리습

의 향을 유의미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1) IPTV 활용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과태도에 한 논의

IPTV를 활용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정보처리습 에 따른 교과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과, 

과학과, 어과에서 언어정보처리자가 시각정보처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교과태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과학․ 어 모두 언어  의사소통이나 기호․상징 등이 요하게 다루어지는 교과

라는 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며 보다 능숙한 언어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들

의 태도가 높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체 으로 언어정보처리자가 시각정보처리자보다 높은 교과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이

다. 체로 언어정보처리자는 시각정보처리자보다 교재친화 인 경향을 보이며, 교사  환경에 

한 높은 순응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MacInnis, 1987).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때 언어정보처리

자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이 시각정보처리자인 학습자들보다 교과에 하여 보다 정 이고 순응

인 태도를 보 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에 한 논의는 모든 교과들을 시범학교에서 운 하지 않고 한정된 

일부 교과를 심으로 운 하 다는 , 그리고 비교  짧은 기간동안 분석했다는 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IPTV 활용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만족도에 한 논의

IPTV 활용 교육에 한 학습만족도는 언어정보처리자와 시각정보처리자에게서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습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t=-0.59, p=0.95로써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IPTV 활용 교육에 한 학습 만족도가 학생들의 정보처리습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 만족도는 매우 포 이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매우 구체 이며 상황맥락 이기도 하다. 무엇에 한 만족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만족도의 개념은 개인 인 역량, 학습 활동, 반 인 만족도 등으로 



나뉜다. 보다 구체 으로, 인지  측면 만족도, 정의  측면 만족도, 학습활동  경험의 다양화, 

반만족도  지속활용 의향이 해당된다. 이러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 인 정보처리

습 보다는 다양하고 포 이며 거시 인 요인들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와 학습자들의 정보처리습 과 가장 련깊은 효과성 요인들을 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략  시사를 제공한다. 교사와 학습자들의 정보처리습 에 합한  

IPTV 활용 교수학습 략, 모형, 방법론 등의 지속 인 개발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경우 정보처리습 의 향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의 경우 교과태도에 하

여 유의미한 향이 나타났다. 이는 교과별로 학습자들의 정보처리습 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제시

방식이나 매체 속성을 차별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정보처리습 이나 유형별 콘텐츠 사용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가 선호․필요로 하는 자료나 정보, 콘텐츠 등을 추천해 주는 실질 인 시스템과 서비스에 

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를 통해 보다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춤화된 지능형 

IPTV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의 한계 은 연구기간의 문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콘텐츠의  부족 등의 이유로 

IPTV의 교육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취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 다는 이다. 그 지만 

교육효과성이나 교육  향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학업성취도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IPTV의 교육  활용 는 IPTV 활용수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평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IPTV가 교육에 미치는 직  향력을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사회학  변인 혹은 정보처리습 , 교과태도, 시각화 경향성, 

자기조 학습, 몰입, 학습만족도, 성과인지도 등 IPTV의 교육효과와 련되어 있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구체 인 련성을 명확히 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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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Users' Information Processing Type 

on Learning and Teaching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IPTV

The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has been getting much attention as educational media 

equipped with contents, high fidelity, and interactiv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nd Korean Education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appointed 22 IPTV initiative schools (102 classrooms as total) nationwide to investigate 

feasibility of IPTV in classrooms since October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sers' information processing type on learning and Teaching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IPTV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survey were conducted from 22 schools 

including 22 teachers and 103 students. As results of research, teachers repons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types of information processing; Visual information process 

style group and language information process style group did not show critical differences 

in IPTV attibutes and in performance output recognition. Also, students who were language 

information process style were more positive in attitude on subjects (social science and science).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e that customized and automated IPTV contents type classification 

and recommendation function can be plugged-in the LMS system for IPTV. IPTV can  provide 

more user-oriented service, based on contents development and system elaborated by users' 

information processing type. 

Key words : information processing type, IPTV, teaching and learning effectiveness,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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