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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효과 비교 연구

- 초6 과학 기체발생실험에서 과정의 관찰을 중심으로 - 

  IT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개념 전달 중심의 

교육 보다는 탐구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스

마트 교육추진 전략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평가를 활성화하고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닝에 기초한 교육의 분야 중 실험 과학 분야에 주목

을 하였다. 현재 과학교육에서의 문제점은 다양한 환경구성과 실험조작 도구

가 요구되어지고, 실험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개별 학습 또는 협동 학습과 지도를 어렵게 한다. 이에 실제적인 경험이 중

요한 탐구 중심의 전통적인 과학교육의 대안을 효과적인 이러닝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과학 교육 콘텐츠는 교사의 실험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콘텐츠와 캐릭터가 등장하여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인터랙션 

콘텐츠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활용도 혼재되어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비

교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을 통한 과학 실험 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

티브 애니메이션의 효율성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K초등학교 6학년 60명(실험군 30명, 대조군 3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은 과학교과 내용 중에서 기체발생실험을 1

차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 2차 실험은 산소 발생 실험으로 총 2회를 실시하

였다. 두 그룹을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으로 나누어서 학습한 후, 

설문지와 성취도 평가, 면담(20명)을 하였다. 그 결과분석은 SPSS 20을 사용

하여 빈도 분석을 하고, 평균, 표준편차를 T-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각 항목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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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실험군이 동영상으로 학습한 대조

군보다 흥미도가 높게 나왔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 실험에서 t값 

3.208, 유의확률 .002, 2차 실험에서 t값 2.579, 유의확률 .012로 둘다 

p<.05를 충족시키므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둘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실험군이 동영상으로 학습한 대조

군보다 이해도가 높게 나왔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 실험에서 t값 

2.579, 유의확률 .012, 2차 실험에서 t값 4.383, 유의확률 .000으로 둘다 

p<.05를 충족시키므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셋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실험군이 동영상으로 학습한 대조

군보다 성취도가 높게 나왔다. 그 평균값은 실험군은 1차 8.23, 2차 8.90, 

대조군은 1차 7.46, 2차 7.60 이었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 실험에서 t

값 2.024, 유의확률 .048, 2차 실험에서 t값 4.460, 유의확률 .000으로 둘다 

p<.05를 충족시키므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또한 대조군의 경우 1,2차 실

험에서 그 평균값의 상승이 미비했다. 그러나 실험군의 경우 그 평균값이 

0.67만큼 크게 상승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흥미도와 이해도 간의 관계는 매우 강

하게 나왔다. 이해도와 성취도, 흥미도와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1차보다 2

차 실험이 더 강하게 나왔다. 이것은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이 학습자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반복학습을 유도

하여 실험과정의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

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보다 학

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시간 단축이 되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학습이 시간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정의 이해가 중심이 되는 과학 탐구 과

정의 특성상 인터랙션이 주는 흥미도가 학생들의 스스로 능동적인 탐구활동

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직접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간접 체험이 사용자 경험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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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시간대비 효율성도 높았다.

   실험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데 효과적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며, 순서

와 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타 교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동영상,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인터랙션, 흥미도, 이해도, 성취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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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ffect of Video and Interactive 

Animation As an Elementary School Science Experiments 

through E-learning

- Focu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process in the gas generated in the 

6th grade science experiment -

Jin-Gyeong, Choi

Advisor : Prof. Byeong-Uk, Kim

Visual Communication & Media

Major of Multimedia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uch as IT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changing  rapidly as Concept-oriented education rather than  

inquiry-based education . The Government will try to activation the 

online classroom and online assessment in accordance to the 2015 Smart 

Strategies for education. And that aims to freely used to educational 

contents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er was to focus on experimental science 

in the field of education based on e-learning.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science education is being various environment and manipulation 

tools are required. Also there is a risk, depending on the type of 

experiment. This makes it difficult for students individual learning or 

cooperative learning and instruction. therefore The traditional science 

education is  important to process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that 

was the major alternative can be found in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e-learning.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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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ontents is video. Teacher is showing the experiment or  the 

character is appeared to describe of the experiment. animation of the 

user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has been mix utilized but that is 

Comparison Study on the effect can be seen almost no.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to a comparative study on effect of 

video and interactive animation As a Science Experiments education 

through E-learning.

  This study was run against 60 people students of K elementary school  

in Gwangju( experimental group 30 people, control group 30 peopl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 total of two times the gas generation from 

experimental science content. Primary experiments carbon dioxide 

generation, the second experiment was carried out with oxygen 

generation.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wo times with the gas 

generation experiment from the contents of the experimental science 

subjects. At the first it is carbon dioxide generation experiment And 

the second is the oxygen generation experiment. it 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nd it was experimented of video and interactive 

animation. After the experiment was over, and questionnaire, 

achievement evaluation, interviews were carried out(20 people).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SPSS 20. And it worked out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analyzation was whether th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T-test. Then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item.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First, Interactive  animation  was  appeared higher interesting  When 

compare with the a control group of learning video. Results of the 

t-test were t-value 3.208 and p-value .002  at the 1st experiment. And 

it was t-value 2.579 and p-value .012 at the 2nd experiment. Because of 

two values are satisfied p <.05, All this  the differe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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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Second, Interactive  animation  was  appeared higher Understanding  

When compare with the a control group of learning video. Results of the 

t-test were t-value 2.579 and p-value .012  at the 1st experiment. And 

it was t-value 4.383 and p-value .000 at the 2nd experiment. Because of 

two values are satisfied p <.05, All this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

  Third, Interactive  animation  was  appeared higher achievement When 

compare with the a control group of learning video. The average value 

was  average of 1st experiment  8.23 and average of 2nd experiment 

8.90. The average value is a next. Average of 1st experiment  was 8.23 

and average of 2nd experiment was 8.90. Results of the t-test were 

t-value 2.024 and p-value .048  at the 1st experiment. And it was 

t-value 4.460 and p-value .000 at the 2nd experiment. Because of two 

values are satisfied p <.05, All this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average value of the control group was 

insufficient in the first and second experiments. However, the mean 

values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elevated by 0.67.

  Fourth,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was a relationship between  

very stronger When the viewed analyzing the correlation. that  

experiment was increased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understanding 

vs achievement, between interesting vs achievement  at 2nd experiment 

than 1st. This is thought that the interaction for an interactive 

animation causes. it has sustained interest of the learner And it leads 

to spontaneous iterative learning.

So is that have influenced the results of the test to evaluate the 

understanding of the course of the experiment.This is thought that the 

interaction for an interactive animation causes. it has sustained 

interest of the learner And it leads to spontaneous itera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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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t has been influenced of the results that  the evaluate about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Finally, the conclusion is that the learning of interactive animation 

is more efficient  coextensively. because a video must have to 

constantly watch by the end from the beginning. but can Interactive 

animation do shorter learning time depend on student's teach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n 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which it is a feature of the scientific inquiry. It can 

be seen that interesting interaction is due to  induction. It's that 

Students are to actively explore the self-activity. Also, Effect of 

Indirect experience is similar such a directly experiments by their 

senses through interaction. It was Increasing the user experience led 

to good results in achievement. and Interactive animation was much more 

efficient when learning on the same time.

  It will be understood exactly the experimental procedure and contents 

of the experiment. and An effective interactive animations that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will need to be leveraged. 

There will also be applicable to other subjec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cedure and process.

Keywords: video, interactive animations, interaction, interesting, 

understanding, performance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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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199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이러닝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러닝으로 발전하며, 교육방법의 

일부가 아닌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과 프로그램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

은 교육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스마트 교

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서 정의한 스마트 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행

동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하고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시한다는 개념이다.1)

  정부는 2015년까지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평가를 

활성화하고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적합한 이러닝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환경과 더불어 잘 설계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닝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와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설계되어 있는 

콘텐츠(Contents)가 그 내용을 사용자와 대면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를 교두보로 하여 인터랙션(Interaction)이라는 요소와 균형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분야이다. ‘Interaction'이라는 단어 의미는 ‘상호간의 행동, 혹은 영향’이며 

두 개의 부분, 즉 쌍방의 주체를 의미하는 ‘Inter'와 행동을 의미하는 ‘action'

으로 이루어진2) 조합어로 인간이 어떤 작용을 취하면 사물(Object)로부터 그 반응

을 받고 다시 그 반응에 대하여 인간이 정보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닝에서 

1) , (인제대국으로 가는 길)스마트교육 추진전략,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2) 김지은, 「인터랙션 디자인과 ‘대인매력적 요인’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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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인터랙션은 사용자가 콘텐츠 학습의 몰입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닝에서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나 교수설계측면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관점의 

기업이러닝 인터랙션 디자인 패턴 연구, 학습만족도 등은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정리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닝 콘텐츠의 구성요소 별로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흥미

도, 이해도, 성취도를 통해 두 가지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IT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방대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를 만들어 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과학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개념 전달 중심의 교육 보다는 탐구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나아가 스마트 교육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관찰하고 실험하는 등의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한 탐구 중심의 전통적인 과학

교육의 대안을 효과적인 이러닝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과학교육의 문제점은 다양한 환경구성과 실험조작 도구가 요구되어지고, 실험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개별 학습 또는 협동 학습과 

교수자의 학습 지도를 어렵게 한다. 이에 이러닝에서는 증강현실, 가상 실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짧은 시간 집중하여 흥

미를 이끌어 낸다. 또 스스로 탐구하고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집중력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음향 등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은 학습자들에게 관

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어 호기심과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

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닝에 기초한 교육의 분야 중 실험 과학 분야에 주목을 했

다. 과학 교육은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수동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학습보다는 



- 3 -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습자에게 즉각적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해주었을 때, 과학적 개념과 관찰, 분류, 측정, 예측, 추론 

등의 과학 과정의 이해는 증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외적환경과 달리, 이러닝에서 상호작용은 단순한 링크

를 통해 학습 내용을 살펴보거나 텍스트로 올린 문제들에 대한 해답체크하기, 혹

은 게시판이나 Q&A를 통한 질문이나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그 

내용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지루한 텍스트의 나열과 정지된 이미지만으로는 더 이

상 학습자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 현재 이러닝에서 

과학 교육 콘텐츠는 교사의 실험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콘텐츠와 캐릭터

가 등장하여 설명을 해주는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랙션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활용도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실험 교육을 할 때 그 실험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러닝 과학 교육 콘텐츠의 구성요소 중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

이션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기체발생실험(산소, 이산화탄소)을 통해 비교 연구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학습의 흥미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학습의 이해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학습의 성취도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학습의 시간대비 효율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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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부분으로 배경 및 목적,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러닝의 정의 및 특장점을 알아보고, 변화된 학습

환경을 살펴본다. 또 이러닝에 활용되는 동영상과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의 개념 

및 특징을 파악하고 과학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본다. 그 후 이러닝에서 활

용되는 콘텐츠의 사례를 찾아 그 특징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학습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통

계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효용성에 대해 논하고 앞으

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학생들 중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의 1개 초등

학교 6학년 학생에 한하여 표집․조사하므로 결과의 해석도 이 범위에 제한된다.

  둘째, 조사방법이 설문지법과 성취도 테스트, 일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실시하

였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한 비교 대상 학생들이 갖는 특성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능력에 차

이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실험과정에 대한 교수학습을 받은 후 복습의 용도로 활용을 하여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선행 학습의 목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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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러닝 법 전자식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에서 이러닝 학습체계란 IT를 활용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며, 학생들의 인성․창의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체계

제2장 이러닝 실태와 초등과학실험교육

  제1절 이러닝의 정의 및 장점 

  이러닝에 대한 정의를 크게 협의적 정의와 광의적 정의로 접근했을 때 [표 1]과 

같다.

[표 1] 협의적 정의 vs 광의적 정의3)

협의적 정의 광의적 정의

협의로는 유무선 방송 통신망이나 인트라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쌍방향으로 학습 또는 교육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수와 교육, 학습 등 일부 또는 전체를 총칭

하며, 일반인에게는 원격 교육, 온라인교육, 

웹기반 교육 등의 용어를 의미한다.

  또 이러닝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2008년 한국U러닝연합회에서 정의한 내

용을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이러닝의 정의4)

3) , 『2004-e-Learnning 백서』, (서울:한국사이버교육학회), 2005.

4) 한국U러닝연합회,『2004-e-Learnning 백서』, (서울:한국사이버교육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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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백서
인터넷 기반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면서 분산형의 열린 학습공

간을 추구하는 교육

CISCO
e-training이라기보다는 교육, 정보, 커뮤니케이션, 훈련, 지식관리, 수

행관리를 포함하는 개념

ASTD

컴퓨터기반 학습과 웹기반 학습, 가상교실(Virtual Classroom), 디지털 

협업(Digital Collaboration)과 같은 일련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과정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Intra-Net/Extra-Net 또는 LAN/WAN,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위성방송, 쌍방향 TV, CD-ROM등을 통한 컨텐츠의 전달을 

포함

  

  또한 이러닝은 그 장점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최신 정보를 빠르게 교류할 수 있다 정보나 의견 교류의 대상은 학습자와 

학습자, 교사와 학습자, 교사와 다른 교육 전문가, 혹은 특정분야의 전문가, 동료 

및 선배 학습자들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학습상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위

까지 넓혀 주어 정보 공유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둘째, 상호 작용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다

른 학습자나 교수자 혹은 다른 전문가들과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교사와 면대 면으로 만나기보다

는 서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학습이 이루어짐으로 학

습자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이 가능하다. 개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체계적이

고 다양한 관점으로 과제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한다.

  다섯째,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모두 학습속도와 능력에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 학습자를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교

육과정이 제공되고, 학습속도를 자신이 조정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학습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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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평생교육을 구현한다. 사이버 교육은 학교 교육이 끝난 학습자들,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이다. 텍스트, 그림,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다.

  여덟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한다.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각기 다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학습 자료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동시적, 비동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아홉째, 개방적인 교육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 교육은 지역, 성

별, 나이 등의 제약을 넘어서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의 학교교육

이 갖는 여러 장애를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시간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고, 

학습자와 교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교육이다.5)

제2절 학습 환경 변화

  "2020 Forecast: Creating the Future of Learning"에 의하면, 2020년 교육환경

은 천지개벽을 예측한다고 했다.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재창조되어, 종래의 전통 

교육은 소멸하며, 교육 변화의 주요 변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집단지성으로 늘어나는 미래교육 형태는 교육시민(educitizens)라고 

정의되면서 그들의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교육내용을 재창조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최근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맞물려 교육

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 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무선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교수자 중심의 학

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6)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존 교실 중심의 ICT활용교육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이러닝이, 최근에는 모

바일 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m-러닝,u-러닝, 

스마트 러닝, 소셜 러닝으로 거듭나고 있다.

5) , 「이러닝 인터페이스분석을 통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6.  

6) 고은이,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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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진

기간)

1단계

(1996-2005)

2단계

(2001-2005)

3단계

(2006-2010)

4단계

(2010-2014)

       

  목표

영역

• 인프라 구축 • ICT 활용 활성화
• 교육학술서비스 

선진화

• 인재대국, 

교육과학기술강국

  교육 내용의 대표적 변화는 교육 콘텐츠의 변화이며,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장

점을 활용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별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학습 교과와 연계되어 보완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 참고서, 문제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학습사전 등의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학습

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동일 교과 다른 학년 또는 타 교과의 멀티미디어에서 용

이하게 검색 할 수 있는 자료검색 기능, 다양한 부가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하

이퍼링크기능, 전자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문가나 외부기관과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저작도구 기능 등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학습에 동기

를 부여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 맞춤

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 패드, 스마

트 TV등 다양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학습을 가능하게 하도록 바뀌고 있다.

  제3절 초․중등 이러닝의 현황 

  국내 초․중등학교의 이러닝 도입목적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04년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

면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서비스 명칭이‘사

이버학습’으로 변경됐으며, 서비스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또한 2009개정교육과

정을 반영한 콘텐츠 60종이 추가 개발됐다. 그동안 추진된 초․중등학교 이러닝의 

단계별 추진방향과 추진경과를 보면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초․중등학교 이러닝 추진방향7)

7) , 2013 교육정보화백서, 서울: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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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세계 수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 교수학습활동에서 

ICT 활용 촉진 및 

이러닝 보편화

• 고등교육 및 교육 

행정분야로 

정보화 체제 도입

•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 고등 및 

평생분야로 

정보화외연 확대

• 소프트파워 육성

• 디지털 학습 

생태계 도입

• 소통과 융합

• 거버넌스 구축

• 적극적 개방과 

공유

초․  
중등

교육

정보화

• 에듀넷 개통

• 정보소양 

기준개발

• 에듀넷 중심의 

정보공유체제 

운영

•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러닝 체제 

활성화

• 학생 및 교원의 

정보 활용 능력 

개발

• 웹2.0기반 에듀넷 

재구조화

•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 마련

• 표준, 

정보윤리,저작권 

이슈 대응 강화

• 창의적 디지털 

인재 양성

• 소통과 신뢰의 

교육 문화 조성

• 지속가능한 선진 

교육 체계 구현

교육

행․  
재정

정보화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프로그램 

보급

• 학교종합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교육행정정보시스

템 개통

•교육행정정보시스

템 고도화

• 디지털 교육재정 

시스템 도입 등 

교육 행정 

지원서비스 확대

• 차세대 나이스 

개통

• 에듀파인, 

업무관리 서비스 

개통

• 교육행정정보와 

연계서비스 확대

교육

학술

정보

시스템

고도화

• 초중고 정보 

물적 기반 

구축(교원 

1일1PC, 학교 

인터넷 

연결,교단 

선진화 기자재 

보급)

•초중고 정보 물적 

기반 고도화(학생 

5인당 1PC, 

머리미디어 교실, 

모둠 학습실 보급 

등)

• 물적 기반 

안정화(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기술 

아키텍쳐 도입 

등)

•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구축

•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 스마트 

정보기기(모바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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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04
• 전국 사이버학습 서비스 구축(16청)

• 중학교 기본형 콘텐츠 개발(16종)

2005

• 전국 사이버 학습 서비스 오픈(16청)

• 초등학교 기본형 콘텐츠 및 비교과 콘텐츠 개발(47종)

• 고등학교 콘텐츠 개발(6종) 및 학부모 튜터, 고등학교 서비스 시범 운영

2006
• 사이버학습 서비스 대상 및 교과 확대

• EBS 동영상 콘텐츠 확보 및 연계 서비스

2007
• 진단처방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상담시스템 개발(2종) 및 시범운영

• 중∙고등학교 보충∙심화형 콘텐츠 개발(40종)

2008

• 사이버학습 차세대 LMS/LCMS 개발(1종) 및 시범 운영

• 진단처방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상담시스템 시∙도 연계 구축(16청)

• 초등학교 보충∙심화형 콘텐츠 개발(30종)

2009
• 사이버학습 차세대 LMS/LCMS 시∙도 연계 구축(16청)

• 개정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56종)

2010
• 2007 개정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60종)

• 사이버학습 통계 시스템 기능 개선(1종)

2011
• 개정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12종)

• 콘텐츠 배포시스템 개발, 차세대 이러닝 기반 구축 사업 시범 운영

2012

• 화상상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토요 멘토링 서비스 시범 운영(부산, 강원, 충

남, 경북)

• 2009 개정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2종)

• 콘텐츠 관리 유통시스템 시∙도(인천, 울산, 충남, 전남, 제주)추가 구축

• 사이버학습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2013

• 사이버학습으로 서비스 명칭 개정

• 2009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60종)

• 사이버학습 지역특화모델 운영 교육청 선정∙지원(6개 교육청)

[표 4] 연도별 사이버학습 추진 경과 현황8)

8) , 2013 교육정보화백서, (서울: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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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학생회원수
학급배정형 자율학습 

학생수

일일평균 

로그인수학급수 학생수

2005.8 769,840 1,987 42,100 727,740 54,142

2006.8 1,608,997 3,999 178,705 1,430,292 107,787

2007.8 2,903,635 28,821 511,721 2,391,914 187,743

2008.8 3,089,303 53,625 1,022,866 2,066,437 304,236

2009.8 3,119,924 46,882 1,339,080 1,780,844 362,313

2010.8 2,918,025 74,194 1,324,765 1,593,260 329,697

2011.8 4,166,719 67,356 1,071,836 738,450 228,150

2012.8 4,477,108 48,108 696,934 281,832 135,346

2013.8 4,236,134 48,346 635,724 183,365 104,929

    그런데 [표 5]를 살펴보면 2013년 1학기 기준, 사이버학습의 학생회원수는 약 

423만 명, 일평균 로그인 수는 약 10만회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회원 수는 2012년

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3년에 다소 낮아졌고, 일평균 로그인수는 2009

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는 이러닝(사이버학습시

스템) 서비스의 활용 폭을 넓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닝이 단순히 

학습자가 콘텐츠를 클릭하고, 네비게이션하고 학습을 끝내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학교교실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온-오프라인 수업 시스템

이 서로 융합될 수 있어야한다.

[표 5] 사이버학습 활용 현황9)

                                                                       (단위:명)

 

  1999년에 설립된 KERIS는 초중등교육정보화에 기여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초중

등 교육정보서비스인 에듀넷(EDUNET),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Research 

9) , 2013 교육정보화백서, (서울: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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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에듀넷(2014.3)

안내자 선생님 캐릭터 없음

차이

점

기

본

사진과 동영상 위주의 보

여주는 실험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으

로 지시에 따라 드래그&

드롭으로 학습자가 진행

에 참여하는 실험

개정교육과정의동영상과 

설명위주의 강의는 교과

주제별 학습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인터랙

티브 애니메이션 위주의 

강의는 정리 및 평가, 추

천 자료의 세가지 영역으

로 나뉘어져, 각각 5분이

내의 시간안에 학습을 끝

낼 수 있도록 바뀜.

이

해

지시에 따라 학습자가 클

릭으로 참여하는 실험
이해과정 없음

심

화

미션을 주어 문제를 풀

고, 동영상 실험 보고, 

서술형 문제 풀기

심화과정 없음

총 소요

시간

기본:약 1시간 21분

이해,심화:약 2시간 15분
50분 5분이내

Information Sharing Service),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인 

KOCW(Korea Open CourseWare),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Education finance e-system) 등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각 교육청과 모든 국민들

에게 제공해오고 있다.10) 

  2014년 3월 에듀넷(EDUNET)은 스마트환경에 맞추어 기존에 학급형, 개별 개방형

으로 강의를 신청하여 학습을 운영해오던 것을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플랫폼과의 

기능 통합 및 모바일 환경기반에 적합한 서비스 UI∙UX 등을 제공하고자 사용자 중

심의 웹페이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향은 기본 학습(사이버 학습 

콘텐츠)->보충∙심화 학습(주제별 핵심학습자료, 추천자료)->학습정리(단원정리)->

학습점검(단원별 문제지 및 해설지)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색 형태와 

추천이나 공감 등의 상호작용 요소만 추가 되었을 뿐 학습내용은 기존의 콘텐츠를 

그대로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표 6]은 사이버 학습 구성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각 시도 교육

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학습은 에듀넷에서 제공된 동일한 콘텐츠이다.

[표 6] 사이버학습 구성의 변천 

10) U러닝연합회, 2012~2013 이러닝 백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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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동영상을 이용하여 다

양한 실험을 볼 수 있음

- 이해과정을 통하여 기

본에서 동영상으로 보기

만 했던 실험을 직접 참

여 

- 심화 과정에서 미션을 

통해 실험 결과를 예상해

보고 동영상으로 결과 확

인

-캐릭터 안내자의 설명과 

지시로 친근하고 매끄러

운 진행

-실험부분에서 인터랙티

브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잘 살려 마치 직접 실험

을 해보는 느낌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과 일관된 버튼의 

위치로 편함

자신이 원하는 부분의 설

명, 동영상,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평가, 참고 

자료 등을 검색하여 해당

부분만 단시간 내에 학습

할 수 있음.

단점

- 학습자가 참여하는 실

험에서 클릭 외에는 할 

게 없는 소극적인 인터랙

션

- 통일감 없는 서체 사용

과 버튼의 모양이나 위치

의 일관성 부족

- 학습시간이 오래 걸림

실제 실험 동영상이 없음

해당 콘텐츠를 찾는데 최

소 5번 이상의 클릭을 통

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찾아야하는 것이 매우 번

거로움.

평가 부분의 인터랙션 요

소를 없애고, 동영상화 

시켜 보여줌.

[그림 1] 2014년도 에듀넷 중점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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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과 [그림 1]에 따르면 개정교육과정은 동영상강의 위주로 순차적인 학습을 하

게 구성되어 있고, 2009개정교육과정은 애니메이션 위주로 순차적인 학습을 하게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제작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의 

일환으로 주목받던 동영상 강의가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니메이션 위주로 

바뀌어 갔던 경향을 잘 보여준다.

 2014년 3월 새롭게 개편된 에듀넷과 이전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5분이내의 

학습단위로 콘텐츠를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몰입하여 학습하

는 것에 대한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습 분량이 이러닝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동영상 분할과 검색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11) 하지만 아직까지

는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을 해야 한다. 

  결과론 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학습 내용의 변화나 학습 단계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우선순위로 제공하지 않는 한, 학습자가 검색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서 시간이 절약되거나, 각 교과별로 학습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학습했을 때 그 효과

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제4절 초∙중등 이러닝의 문제점

  그동안 초∙중등 정보화는 중앙교수학습센터 에듀넷(www.edunet.net)을 중심으로 

교사 및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그 내용을 공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미래 창조 과학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해 차기 

5년간의 국가 정보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 정보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에 따라 초∙중등 정보화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게 되었다. 

  2014년 10일자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2012년 2억4000만

원, 2013년 3억2400만원, 2014년 에는 3억 400만 원 등 최근 3년 간 8억 6800만

원, 전체 예산의 20%에 이르는 금액을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비로 투입했다고 한

다. 그러나 에듀넷을 통해 매년 550종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수준의 단계별 교과 과정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하였다.12) 이는 광주시 교육청만의 문제

11) , 「동영상 강의 분할 시간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12) 송창헌, "'사교욱 대안’광주 사이버 가정학습 운용 허점", 뉴시스신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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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질 좋은 콘텐츠 개발과 그 운영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제5절 이러닝의 콘텐츠 및 인터랙션 

    1. 이러닝 콘텐츠

      가. 콘텐츠

  콘텐츠(Contents)란 부호∙문자∙도형∙색체∙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3) 또한 콘텐츠는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

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의미한다.14)대개 콘텐츠라는 개념은 독

자적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교육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처럼 용어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어진다.

      나. 교육용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을 교수 설계 

전략과 통합하여 학습내용을 적절히 구조화, 계열화, 디지털화하여 학습자에게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수-학습 내용 및 가공물을 

의미한다.15)

  교육용 콘텐츠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텍스트,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정보의 형식을 기

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개발 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실시

간형, 커뮤니티형, HTML형, 학습지/시험지형, 동영상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http://www.newsis.com/ 

13) , 2010,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시행 2010.12.11.

14) 네이버백과사전

15) 임정훈, 한승연, 김세리, “IPTV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3, pp51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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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수전략 또는 학습활동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사용자

에 의한 상호작용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학습 유형에 따라 개인 

교수형, 반복 학습형, 교육 게임형, 시뮬레이션형, 자료 제시형으로 구분되기도한

다.16) 

      다. 동영상

  정보의 형식을 기준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구분할 때 텍스트, 음성, 동영상, 애

니메이션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동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영상은 움직이는 그림이며, 여러 개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아날로그 매체에 저장된 비디오를 디지털화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자료로 

멀티미디어의 핵심기술이다. 

  동영상 유형의 콘텐츠는 국내 고등교육 환경에서 특히 선호하는 유형(이해정, 

김태현,2008)이다. 임병노와 이준(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에서 교

수-강의형의 동영상 기반 콘텐츠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82.2%d 달하고 있다.17)  

동영상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다. 

  동영상 기반 콘텐츠는 강의 개발 측면에서 가장 편리하다. 또 문자정보, 시각

적, 청각적 비언어적인 것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음성과 움직임, 

순간적인 동작 등의 시각적인 효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정보를 다

른 채널을 통해 중복 제공함으로써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텍스트 기반보다 동영상 기반으로 제시해 주었을 때 학습 능

력과 학습 동기가 가 더 높고 학습자의 학습 몰입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되기가 

쉬운 강의 형태라는 단점도 있다. 콘텐츠 유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이혜

정과 김태현(2008)의 연구에서,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는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만족도에서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동영

상 기반의 콘텐츠가 면밀한 사전 교수전략과 교수방법이 설계될 수 없으며, 이 경

우 다분히 교수자에게 의존적인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활

16) ,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

문, 2011, pp34-35

17) 이효은, 「동영상 강의에서 대리적 상호작용 촉진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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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18)

  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란 인터랙티브(interactive)라는 단어와 애니메이션

(animation)의 합성어이다. 단어 자체를 해석해 보면 쌍방향성을 가진 애니메이션

이라고 풀이된다. 이러한 풀이를 보았을 때 일반 애니메이션과 달리 무언가 상호

소통하고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게임과 같이 학습자가 직접 신호를 넣으면 그 신호가 

작품에 전달되어 반응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일반적인 애니메

이션이 정보나 결과를 보여주는 1단계만 있다면,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보여

주기’의 1단계, 정보를 수집하는 2단계, 수집된 정보를 계산에 넣어서 반응을 보

여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9)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클릭, 드래그&드롭에 따른 음향 효과, 모션 효과를 재생

함으로써 사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몰입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단순히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

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와 이미지가 적절히 이루어져 학습효과를 

높이고 집중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영상과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영상보다 상호작용성이 가장 높은 학습 콘텐츠로 인식되

고 있다. 또 과학교과의 경우 복잡한 실험 장비나 화학반응을 애니메이션으로 구

현했을 경우 학습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다.20) 

  그러나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향후 수정과 보완

에 있어 용이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려는 경우 재생이 잘 되

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18) , 「동영상 강의에서 대리적 상호작용 촉진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2014, pp 

22-23.

19) 김시은, "쌍방향성 매체를 통한 실험애니메이션의 기술적 구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0.10.

20) 손희정, "인터렉션 디자인을 통한 교육정보사이트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3.no1., 

2002,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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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러닝 인터랙션

      가. 인터랙션

  인터랙션이란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인간과 컴

퓨터의 상호작용이 디자인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한 것은 모글리지(Bill 

Morgridge)가 ‘인터렉션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라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낳으면서부터이다. 이는 시간

과 조작의 흐름을 고려한 사용의 용이성을 연구한 것으로 알기 쉽고, 보기 쉽고, 

생각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21)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랙션은 사용자와 시스템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대

하여 레이아웃, 색, 외형이 체계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사용자 경

험’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랙션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경험 창출’을 통한 

목적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하여, 편의성, 만족감, 차별적인 감성을 제

공한다.22)

      나. 인터랙션 플로우

  인터랙션을 두 개의 객체 간에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이태일

(2005)는 그의 연구논문에서 이 흐름을 감지-인지-감상-행동으로 정리하였다. 각 

단계별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지(感知,Sense) 단계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출력되면 이를 사용자가 감지하는 단계이다. 사용

자가 출력된 정보를    오감을 통해 감지하는 단계이다.

        (2) 인지(認知,Think)단계

  오감에 의해 취득된 정보를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이해하는 단계이다. 인간의 이

성적인 능력이 발휘되어 주어진 정보를 의도에 맞게 정렬하거나 논리적으로 파악

하거나 이해하는 단계이다.

        (3) 감상(感想,Feel)단계

21) , 「멀티미디어 HCI에서의 GUI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22) 김규철, 「사용자 경험 확장을 통한 정보디자인의 디지털미디어 매뉴얼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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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특징 세부적 요소 세부적 요소의 특징

감지

(Sense)

인간이 컴퓨터 시스

템에게서 정보를 받

는 과정

시각적 감지
장점 많은 정보 동시 전달

단점 대상에 시선고정

청각적 감지

장점
주의를 적절하게 배

분

단점

잡음이 있으면 처리

하기 힘들며 순차적

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만 존재함

인지

(Think)

사용자의 지적능력

과 연관, 정보를 어

떻게 이해할 것인

가, 어떻게 지적인 

관심을 유발할 것인

가

정보 체계와 

조직 구조

한정적인 공간에 어떻게 정보를 구조화 해 

놓는가

자극적 

콘텐츠

하나의 자극적인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사고

를 유발시키는 확산적 사고

  취득된 정보는 이성적인 이해 뿐 만 아니라 감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감성

적인 이해 단계이다.

        (4) 행동(行動,Act)단계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가하는 단계이다. 사용자가 어떠한 의

도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에 자신의 의도를 입력장치를 통해 정보화하여 전송한다.

  사용자의 감지-인지-감상-행동의 단계가 컴퓨터 측의 행동-인지-감상-감지와 대

응된다고 보고, 이 두 개의 고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용자 측과 컴퓨터 측의 

고리가 하나의 인터랙션 고리로 완성된다고 보았다.23) 이러닝 인터랙션의 세부 구

성요소를 (김미형,2009)는 다음 [표7]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7] 인터랙션의 세부 요소의 정리24)

23) , “인터랙션 플로우:사용자 중심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인터랙션 

모형화”,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논문집 제11호, 2007.

24) 김미형, 「기업이러닝 인터랙션디자인 패턴에 관한 연구-교수설계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중심으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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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Feel)

인터랙션의 과정에

서 어떠한 감성적인 

상태가 유발되는 단

계

미적인상
시각적 인상을 통해 촉각적-청각적 감성 전

달

행동

(Act)

표시/표현으로서의 

행동과 조작으로서

의 행동

추종행동 안내에 따른 수동적 행동( 누름단추)

조종행동
사용자의 의도가 많이 포함된 능동적 행동( 

키보드, 조이스틱 등 )

  

    3.인터랙션을 활용한 이러닝 교육의 의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가상 교육에서 효과적인 학습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

의 요인들을 손희정(2002)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반응의 즉각성

  학습자의 반응에 대하여 컴퓨터의 응답이 지연된다면 학습자는 오류로 인식하고 

동기 유발이 희미해져 학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매체에 불신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명확하고 안전성 있는 상호작용을 하도록 명확하고 일관

성 있는 디자인을 제공해야한다.

      나. 학습자 적응성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응용되는 그래픽 파

일과 음성 파일, 동영상 이미지 등이 적절히 활용되어 의미파악이 올바르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링크되는 아이콘의 의미와 모양에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져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활용

하여 학습자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 양방향 의사소통

  가상교육에서 양방향 의사소통은 대인간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적용된

다.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을 교육자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교육자는 학습자의 질문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충하여 

연습이나 반복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를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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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요인 분류

반응의 즉각성
명확한 디자인/ 현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안정적인 구조/일관

성을 유지하는 디자인

학습자 적용성 텍스트/사진 일러스트/동영상/컬러/링크 아이콘

양방향 의사소통 적절한 피드백/연습/시험/질문과 답변/전자메일

작동의 용이성 학습자 통제/ 학습자 진도관리/학습도우미/검색/맵/속도

학습의 활용성 흥미도/만족도/학습효과/이용정도

      라. 작동의 용의성

  학습 내용을 모듈적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습자

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선택사항과 매체를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또한 학습자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번복할 수 있도

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마. 학습의 활용성

  인터넷 환경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교육에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 자료와 표현방법에서의 흥미도와 만족도를 

통해 학습자의 전체 학습에 대한 학습효과와 그 이용 정도 등을 짐작해 볼 수 있

다.

[표 8] 인터랙션 요인 분류

  

  인터랙션의 특징인 반응의 즉각성, 학습자 적용성, 양방향 의사소통, 작동의 용이

성, 학습의 활용성등의 장점을 토대로 인터랙션 디자인구현 할 수 있다. 이는 학습

능력을 높이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

다.25)

   

    5. 이러닝에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의 차이점

25) , "인터렉션 디자인을 통한 교육정보사이트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3.no.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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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역할
인터랙션 

플로우

동영상

텍스트(Text)

이미지(Image)

영상(Video)

음성(Audio)

시각효과, 학습정보전달

시각효과, 학습정보전달

시각효과, 학습정보전달

청각효과, 학습정보전달

감지단계

(sense)

인지단계

(Think)

애니메이션

텍스트(Text)

이미지(Image)

Flash

효과음

메뉴

네비게이션

버튼,아이콘

클릭, 드래그&드롭

마우스 커서

시각효과, 학습정보전달

시각효과, 학습정보전달

시각,청각효과, 학습정보전달

청각효과, 제어기능, 행동지시

시각효과, 제어기능, 행동지시

시각,촉각효과, 제어기능, 행동지시

시각,촉각효과, 제어기능,행동지시

시각효과, 제어기능, 행동지시

시각효과, 위치결정기능

감지단계

(sense)

인지단계

(Think)

감상단계

(Feel)

행동단계

(Act)

  본 연구에서 검증할, 이러닝에서의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구성요소

와 그 역할, 인터랙션플로우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의 구성요소 및 특징

  

[표 9]를 통해 보면 동영상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을 통해 시각과 청각효과를 

동시에 사용하며 주로 학습 정보의 전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인터

랙션 플로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감지, 인지 단계에 해당한다. 애니메이션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외에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클릭, 드래그&드롭 등의 기능을 통해 

동영상이 하는 역할보다 제어와 행동지시의 역할 등이 추가 된 것이다. 이것은 인터랙

션 플로우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학습 정보에 대한 감지, 인지 단계를 넘어 감상과 행동

단계 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제6절 초등과학실험교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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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수업 적용 준거 요소

관

찰

⑴
관찰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

관찰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⑵

초보적 관찰은 오감을 사용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임

을 설명한다.

조작적 관찰은 사물에 변화를 가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관찰한 내용과 관찰 사실로부터 추론한 내용을 구별해야 함을 설명한다.

탐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관찰해야 함을 설명한다.

⑶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탐구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관찰하도록 유도한

다.

분

류

⑴
분류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

분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⑵

분류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야 함을 설명한다.

분류된 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야 함을 설명한다.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구분했을 때, 대상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어야함을 

설명한다.

⑶
이원분류, 3분법,4분법, 다분법과 다단계 분류 등 분류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 과학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우리나라의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 학습지도 방법으로 탐구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초 탐구 과정으로는 관찰, 분류, 추리, 예상,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 과

학 탐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업 적용 준거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 탐구 기능의 수업 적용 준거26)

26) , "중학생의 기초 탐구 기능 이해를 위한 명시적 교수∙학습 전략의개발 및 적용 사례분석", 한국

과학교육학회지 제31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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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 중에서 한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점,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

도록 유도한다.

대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점을 우선 분류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분류

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 각 집단들의 명칭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나누어진 집단을 관찰하여 더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유도한다.

예

상

⑴
예상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

예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⑵

초보적 예상은 경험과 관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한다.

조작적 예상은 자료 분석을 통해 경향성을 찾고, 관찰∙측정되지 않은 값을 예측하

는 것임을 설명한다.

예상을 할 때, 과학적 근거와 상황요소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이 고

려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좋은 예상은 결과와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근거로부터 예상에 이루는 과정이 올바

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설명한다.

⑶

과학적 예상도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예상하기의 목적은 자연세계에 대해 배우는 방법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정보를 재조직, 해석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한다.

관찰, 실험을 통하여 예상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추

리

⑴
추리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

추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⑵

추리는 관찰로부터 얻어진 자료가 바탕이 되므로 다양한 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한

다.

관찰 사실들을 경험, 지식에 연결시켜 추리해야 함을 설명한다.

추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이 없도록 해야 함을 설명한다.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추리해야 함을 설명한다.

⑶
관찰 사실들 중에서 추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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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에 필요한 과학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좋은 추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관찰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원리를 찾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한다.

측

정

⑴
측정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⑵

적당한 측정도구의 선택, 도구 작동 원리의 이해,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

측정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측정 횟수와 방법을 경정해야 함을 설명한다.

⑶

기기마다 정해진 특별한 측정 규칙을 숙지하도록 유도한다.

정밀한 측정과 정확한 측정의 의미를 알고, 측정량을 항상 단위와 함께 쓰도록 유

도한다.

* 기초 탐구 기능의 수업 적용 준거의 범주: ⑴과학 탐구 기능의 정의/중요성, ⑵과학 탐구 

기능의 실행 과정, ⑶과학 탐구 기능의 활용방법

 

  과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법, 질문법, 토론법, 실험실 실험법, 현

장실습, 시범실험법, 탐구법, 협동학습, 역할놀이, 개별화 수업 등이 있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한 실험범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27) 

  실험의 목적은 과학과 과학적 탐구의 본질적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다. 각급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중심의 과학 교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과학지식의 획득과 이해 : 과학적 사실, 개념, 법칙, 이론, 과학지식의 특성

  -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 : 과학의 목적, 가치, 방법과 과정, 과학 및 과학적 

기술과 사회, 과학자의 기능과 역할, 과학사

  -과학적 태도의 함양 :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신, 호기심, 자신감, 만족감, 협

동심, 개방성, 위험부담, 책임감

  - 과학적 탐구력의 배양 : 사고력, 창의성, 조작적 기술

27) ,박승재, 『과학론과 과학교육』, 교육과학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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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화면 학습과정 구성요소 역할
인터랙션

플로우

탐구

과정

1 학습목표

이미지

목소리

텍스트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감지

인지

  이 목표들은 특히 강의와 함께 유기적으로 수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과학 실험은 현상들 사이, 또는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 실험은 대부분 변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

에서 수행이 된다. 그리고 실험 교수 학습은 문제인식-가설설정-변인통제-자료해

석-결론 도출 등의 과정을 습득하게 한 이후 실시해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과학 교육은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확장되어가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지식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얻거나, 동영

상을 보는 등, 학생들의 흥미 중심, 문제 중심, 주제 중심 등으로 다양한 직∙간접

적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

다.

    2. 이러닝에서 과학실험교육의 구현

 

      가. 빛고울샘의 [개정]초6_과학_2학기_기본과정 산소발생시키기 

- 광주시 교육청이 사교육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학습 

‘빛고울샘 ’개방형 강좌로 콘텐츠의 내용은 에듀넷과 동일하다.

[표 11] 광주 빛고울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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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제시

움직이는 

이미지

목소리

텍스트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감지

인지
예상

3 실험준비

동영상

목소리

텍스트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감지

인지
관찰

4 실험설명

교사동영상

목소리

이미지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감지

인지

감상

관찰

측정

5 평가

이미지

목소리

텍스트

버튼

클릭

드래그

효과음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학습 피드백

제어기능

행동지시

감지

인지

감상

행동

추리

빛고울샘의 [개정]초6_과학_2학기_기본과정 산소발생시키기는 해당 과정을 순차적

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으며, 과정을 끝내는데 약45분~5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다. 이는 해당 과정에 대해 개념정리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3 실험준비와 4 실험설명

의 경우는 동영상으로 구현되어 있다. 시각과 청각효과를 통한 학습 정보의 전달

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직접 실험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한 관찰만으로 학습 정보의 전달에 그쳐, 과학 실험의 

준거요소인 측정, 추리, 예상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인터랙션 플로우 역시 감

지, 인지, 감상 단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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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화면 학습과정 구성요소 역할
인터랙션

플로우

탐구

과정

1 단원학습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

목소리

텍스트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감지

인지
관찰

2
핵심정리 

및 평가

이미지

목소리

텍스트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감지

인지
관찰

추리

3 추천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목소리

텍스트

버튼

클릭

드래그

효과음

시각효과

청각효과

학습정보의 전달

학습 피드백

제어기능

행동지시

감지

인지

감상

행동

관찰

측정

추리

예상

      나. 에듀넷의 산소발생시키기 

- 에듀넷(전국공통서비스)>초6>2학기>여러가지기체

[표 12] 에듀넷

  

2014년부터 에듀넷에서는 스마트 환경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그 내용은 

2013년 3월 이전 [개정]초6_과학_2학기_기본과정 산소발생시키기 과정을 그대로 5

분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새로이 개발된 것

이 아니라, 기존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던 콘텐츠를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의 개념

을 단원학습으로 바꾸고, 핵심정리 및 평가는 기존의 인터랙션기능을 없앤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동영상으로, 실험준비와 실험관련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은 추천 

자료의 탭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독립된 콘텐츠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스마트 환경에 맞추어 형식은 바뀌었으나 콘텐츠에서 인터랙션 요소들은 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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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것이다. 이 점은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정보만을 검색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최소 4번에서 8번까지의 클릭이 필

요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콘텐츠를 앞쪽에 배치하지 

않는다면 쉽게 찾아서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평가 부분에서 기존의 인

터랙션 효과를 없애고 동영상처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학습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리 및 평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자료의 실험관련 애니메이션 자료는 인터랙션 기능이 그대로 구현되

어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직접 실험을 하는듯한 느낌을 주며, 학습 정보를 습득

하고 단순한 관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실험의 준거요소인 측정, 추

리, 예상 등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터랙션 플로우 역

시 감지, 인지, 감상 단계에 그치지 않고 행동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학습을 했을 때 학습 몰입도가 더 높다는 최근 연구 결

과들을 바탕으로 과학 실험교육에서 동영상을 학습하는 것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

션을 학습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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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효과 비교 

연구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IT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개념 전달 중심의 교육 

보다는 탐구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과학교육에서의 문제점

은 다양한 환경구성과 실험조작 도구가 요구되어지고, 실험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

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개별 학습 또는 협동 학습과 지도를 어렵게 한다. 

이에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한 탐구 중심의 전통적인 과학교육의 대안을 효과적인 

이러닝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닝에서는 증강현실, 가상 실험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짧은 시간 집중하여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집중력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래픽이나 애니메이

션, 음향 등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은 학습자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어 

호기심과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닝에 기초한 교육의 분야 중 실험 과학 분야에 주목을 하

였다. 현재 이러닝에서 과학 교육 콘텐츠는 교사의 실험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콘텐츠와 캐릭터가 등장하여 설명을 해주는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인터랙션 콘텐츠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활용도 혼재되어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과학 실험 교육을 할 때 

그 실험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

는데, 동영상과 인터랙션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2.사전 실험 및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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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전실험

    사전실험은 2014년 9월 19일에 광주광역시 매곡동 P과학학원에 다니는 초등6

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담당교사와 학생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나. 문제점 보완

(1) 컴퓨터 조작이 미숙하거나, 해당 교육 사이트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 처음 해당 콘텐츠를 찾아서 실행시키게 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가 있었다. 이 문제는  사전에 해당 학교 선생님과 상의 하여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연습을 미리 시켜놓음으로써 해결하였다.

(2) 아직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대한 학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습으로 학습을 하

는 경우 동영상과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활용의 효과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 이 문제는 과학담당 선생님께 동일한 학습내용을 교수 학습

한 후 복습의 용도로 활용하여 실험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3) 실험 직후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 문제의 경우, 문제가 긴 서술형 이라 너무 어려

워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들의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는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학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서술형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수정

하였다.

(4) 과정이 비슷하고 내용만 약간 다른 두 번의 실험을 통해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려

고 하였다.

(5) 심층 면담은 전체 실험에 참여한 학생 중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선정하였

다.

(6) 실험시간 측정 시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학습하는 시간을 10분으로 정하되, 개

별 학습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시간대비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7) 설문지의 이해도와 흥미도를 알아보는 질문은 교대로 배치하여, 두 번 질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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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높이려고 하였고, 개별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여 좀 더 자세한 의견을 수집하

고자 하였다.

    3.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

션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기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K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K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서 교사들이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여 실험적으로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평소 학생들이 

컴퓨터나 태블릿 등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능숙하고, 학생들 스스로 실험설계를 하

는 등 과학 연구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K초등학교 6학년은 총 2학

급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녀 비율은 남 31명(51.6%), 여 29명(48.4%)이다. 

  실험은 2학급 중 한 학급을 실험군, 나머지 학급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진행하

였다. 1차 실험은 2014년 10월 7일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으로, 2차 실험은 2014년 

10월 19일 산소 발생 실험으로 총 2회에 거쳐 진행이 되었다. 수업은 교사들의 지

도로 설명과 실험 후 각각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실시한 뒤 설문지, 

성취도평가를 바로 진행하였고, 이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실제 수업과 실험의 주도는 K초등학교 임00 선생님(교육경력 10년 이상)외 실험

보조교사 1명이 진행하였고, 본 연구자는 실험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2] 실험 후 교사들의 의견 수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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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사 수업 후 실험하는 모습     [그림 4] 실험군의 애니메이션 실행 모습

    4.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 된 설문지는 학생용으로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 이해도와 

흥미도 등을 알기 위해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항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성별 및 사전 교과 선호도와 이러닝 

경험 유무를 체크하는 기초문항 3문항, 학습 이해도 2문항, 학습 흥미도 2문항, 

학습 후 이러닝 학습 의향을 묻는 문항 1문항과 느낀점 1문항으로 구성된 학습 만

족도 관련 문항 6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학습 후 성취도 평가는 총 10문항으로 1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평가 내용은 각

각(이산화탄소,산소)기체발생 실험에서 그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

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면담은 설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사의 추천을 받아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전 동영상과 인터

랙티브 애니메이션을 둘다 경험하게 하여 두가지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차

이점을 알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5.자료처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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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의 자료 처리 방법은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기법은 설문영역별 빈도분석, 평균 및 오차,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범위 등을 측정하였고,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각각 두 개의 

집단에 대한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

해서 어떤 문항들이 다른 문항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6.신뢰도 분석

  내적 일치도 방법(Internal consisterncy method)을 이용하여 크론바 α

(Cronbach alpha) 값으로 신뢰도 추정을 하였다. 내적 일치도 방법은 동일한 개념

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에서 각 문항들의 일치성을 추

정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크론바 α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

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흔히 0.8~0.9이상이

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28)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교육이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6문항에 대한 크론바 α 값은 = 

.861로 문항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설설정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학습자 참여를 유

도하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1.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것이 학생들의 흥미

를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것이다.

    2.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것이 학생들이 실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28) ,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학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

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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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것이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4.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것이 학습시간대비 

성취도가 높아 더 효율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실험을 설계해 보았다.

[그림 5 ]실험 설계

                          

  제3절 가설 검증

    1.학습 흥미도 분석

  학습 흥미란 학습하고 있는 내용과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심리적

인 태도를 말한다. 학습 흥미도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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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그룹명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차

실험군_흥1 0 0 5 14 11

대조군_흥1 2 0 13 11 4

실험군_흥2 0 0 7 11 12

대조군_흥2 0 2 12 13 3

2차

실험군_흥1 0 0 2 13 15

대조군_흥1 1 0 13 8 8

실험군_흥2 0 0 7 14 9

대조군_흥2 1 1 14 7 7

전체 4 3 73 91 69

비율 1.67% 1.25% 30.42% 37.92% 28.75%

[표 13] 학습 흥미도 빈도 분석

  먼저 1차 실험에서 흥미도를 위한 2가지 문항에 대한 빈도조사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한 수업내용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가?(흥미도1)

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1명(36.67%), 그렇다 14명(46.67%), 보통이다 5명(16.66%)

으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4명(13.33%), 그렇다 11명(36.67%), 보통이

다 13명(43.33%), 전혀 그렇지 않다 2명(6.67%)으로 답변 하였다.

일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에 더욱 집중이 되는가?(흥미도2) 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2명(40%), 그렇다 11명(36.67%), 보통이다 7명(23.33%)으

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3명(10%), 그렇다 13명(43.33%), 보통이다 12

명(40%), 그렇지 않다 2명(6.67%)으로 답변 하였다.

그 다음 2차 실험에서 흥미도를 위한 2가지 문항에 대한 빈도조사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한 수업내용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가?(흥미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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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5명(50%), 그렇다 13명(43.33%), 보통이다 2명(6.67%)으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8명(26.67%), 그렇다 8명(26.67%), 보통이다 13명(43.33%), 

전혀 그렇지 않다 1명(3.33%)으로 답변 하였다.

일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에 더욱 집중이 되는가?(흥미도2) 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9명(30%), 그렇다 14명(46.67%), 보통이다 7명(23.33%)으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7명(23.33%), 그렇다 7명(23.33%), 보통이다 14

명(46.67%), 그렇지 않다 1명(3.33%), 전혀 그렇지 않다 1명(3.33%)으로 답변 하

였다.

 아래 [그림 6]은 학습 흥미도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학습 흥미도 빈도 

  둘 다 전반적으로 흥미도가 높은 편이지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학생들의 흥미

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동영상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학생들도 나타났다. 

  이는 심층 면담 결과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우와 선생님에

게 강의식 수업을 듣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강의를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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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대상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차 실험
실험군 30 4.18 .53

3.208 .002
대조군 30 3.53 .71

2차 실험
실험군 30 4.18 .40

2.579 .012
대조군 30 3.67 .80

느끼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한 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는 답변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집중이 잘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습의 흥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

다.

[표 14] 학습 흥미도의 단일표본 t-검정결과

*p<.05

  두 집단의 검정 통계량의 t값은 1차 실험에서 3.208, 2차 실험에서는 2.579이

며, 유의 확률은 1차 실험은 .002, 2차 실험은 .012로  둘다 p<.05를 충족시키므

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그 흥미도는 인터랙티브 애

니메이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 결과를 통해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둘다 학습 흥미도가 높은 편이

나,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학습 흥미도가 더 높고, 표준편차는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 과학 실험교육에서 관찰->예상->측정->추

론의 실험과정을 복습할 때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듀넷 서비스의 변천을 보면 관찰, 측정을 요구하는 실험과 퀴즈를 통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동영상으로 보여주다가, 중간에는 애니메이션

으로 바뀌었고, 다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위 실험

결과를 보면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실험을 하는 것처럼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동영상으로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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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그룹명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차

실험군_이1 0 0 5 15 10

대조군_이1 0 3 6 15 6

실험군_이2 0 0 4 16 10

대조군_이2 2 1 9 15 3

2차

실험군_이1 0 0 4 13 13

대조군_이1 0 4 8 14 4

실험군_이2 0 0 2 9 19

대조군_이2 0 3 10 12 5

전체 2 11 48 109 70

비율 0.83% 4.58% 20% 45.42% 29.17%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용되던 인터랙션 효과를 다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2.학습 이해도 분석

  두 번째 살펴볼 항목은 학습 이해도에 관한 것이다. 학습 이해란 학습하고 있는 

학습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학습 이해도에 대

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학습 이해도 빈도 분석

  먼저 1차 실험에서 이해도를 위한 2가지 문항에 대한 빈도조사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학습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었는가?(이해도1)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0명(33.33%), 그렇다 15명(50%), 보통이다 5명(16.66%)으

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6명(20%), 그렇다 15명(50%), 보통이다 6명

(20%), 그렇지 않다 3명(10%)으로 답변 하였다.

주어진 학습 후 그 실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해도2) 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0명(33.33%), 그렇다 16명(53.33%), 보통이다 4명(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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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3명(10%), 그렇다 15명(50%), 보통이다 9명

(30%), 그렇지 않다 1명(3.33%), 매우 그렇지 않다 2명(6.67%)으로 답변 하였다.

그 다음 2차 실험에서 이해도를 위한 2가지 문항에 대한 빈도조사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학습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었는가?(이해도1)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3명(43.33%), 그렇다 13명(43.33%), 보통이다 4명(13.33%)

으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4명(13.33%), 그렇다 14명(46.67%), 보통이다 8명(26.67%), 

그렇지 않다 4명(13.33%)으로 답변 하였다.

주어진 학습 후 그 실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해도2) 라는 물음에 

실험군은 매우 그렇다 19명(63.33%), 그렇다 9명(30%), 보통이다 2명(6.67%)으로 

답변했고, 

대조군은 매우 그렇다 5명(16.66%), 그렇다 12명(40%), 보통이다 10명(33.33%), 

그렇지 않다 3명(10%)으로 답변 하였다.

아래 [그림 7]은 학습 이해도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학습 이해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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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대상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차 실험
실험군 30 4.18 .64

2.579 .012
대조군 30 3.67 .89

2차 실험
실험군 30 4.43 .60

4.383 .000
대조군 30 3.62 .83

  둘 다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학생들의 이해

도에서 매우 그렇다의 답변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동영상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학생들도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학습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층 면담 

결과 동영상의 경우 2번 학습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동영상 수업 역시 강의식의 

수동적인 설명만을 듣는 것이 지루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경우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경우 학습 속도

가 빨라 자발적으로 여러번 반복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런 차이가 이해도

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습의 이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

다.

[표 16] 학습 이해도의 단일표본 t-검정결과

*p<.05

  두 집단의 검정 통계량의 t값은 1차 실험에서 2.579, 2차 실험에서는 4.383이

며, 유의 확률은 1차 실험은 .012, 2차 실험은 .000로  둘다 p<.05를 충족시키므

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그 이해도는 인터랙티브 애

니메이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 결과를 통해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둘다 학습 이해도가 높은 편이

나,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학습 이해도가 더 높고, 표준편차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 과학 실험교육에서 관찰->예상->측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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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험(2004.10.7) 2차 실험(2004.10.19)

1차_실험군 1차_대조군 2차_실험군 2차_대조군

총점 247 224 267 228

평균 8.23 7.46 8.9 7.6

* 주어진 학습시간은 10분으로 통일하였고, 성취도는 10점 만점이다.

론의 실험과정을 복습할 때,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호작용성이 있는 인터

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동영상보다 더 쉽게 

찾을수 있게 앞부분에 배치해서 바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다.

    3.학업 성취도

   세 번째 살펴볼 항목은 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 시간대비 효율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학습 시간대비 효율성이란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학습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를 학업성취도 결과로 유추해 보는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학업 성취도 결과

 

학업 성취도 결과의 총점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학업 성취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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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대상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차 실험
실험군 30 8.23 1.30

2.024 .048
대조군 30 7.46 1.61

2차 실험
실험군 30 8.90 .923

4.460 .000
대조군 30 7.60 1.30

 두 번에 걸친 실험 결과를 보면 1차와 2차 실험 다 동영상을 학습한 대조군보다, 인

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실험군의 성취도가 더 높게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영상을 학습한 학생들의 성취도는 1차 평균 7.46, 2차 평균은 7.6의 결과를 얻었고,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학생들의 성취도는 1차 평균 8.23, 2차 평균 8.9의 

결과를 얻었다. 대조군은 2차 실험에서 평균이 0.2점 상승하였으나 1차와 2차 실험에

서 그 차이는 미비하다. 반면 2차 실험에서 실험군은 평균이 0.67로 크게 상승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

업 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학업 성취도의 단일표본 t-검정결과

*p<.05

  두 집단의 검정 통계량의 t값은 1차 실험에서 2.024, 2차 실험에서는 4.4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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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의 확률은 1차 실험은 .048, 2차 실험은 .000로  둘다 p<.05를 충족시키므

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닝을 통

한 초등과학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생들의 학

습 시간대비 성취도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그 성취도는 인

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가설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 결과를 통해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학습 성취도 결과는 인터랙티

브 애니메이션을 학습 할 때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 실험에서 동

영상을 학습한 학생들이 1차 실험과 그 결과의 차이가 미비했다. 이에 비해 인터

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학생들의 성취도는 2차 실험에서 더 크게 상승한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설명위주의 동영상 학습보다는 

직접 실험하듯 체험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통한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

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이것이 학습 이해도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학습 

성취도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등 과학 실험교육에서 관찰

->예상->측정->추론의 실험과정을 복습할 때, 상호작용성이 있는 인터랙티브 애니

메이션의 활용을 적극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4.상관 분석

      가. 단순상관분석

  앞 장에서 살펴본 학업 성취도의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통계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간략히 이번 분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

간의 관계를 상관(Correlation)이라고 하며, 관계성의 정도나 강도를 나타내는 측

정치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라고 한다. 즉 상관분석은 한 변수가 

커지거나 혹은 작아질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의 정도와 방향

을 살펴보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29)

      나. 1차 실험의 성취도와 이해도, 흥미도 간의 상관분석

  학습에 있어서 성취도, 이해도, 흥미도가 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알아

29) ,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학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

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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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1차 실험의 성취도와 이해도,흥미도의 상관계수

성취도 이해도 흥미도

성취도

Pearson 상관계수 1
**

-.284
**,*

-.298
**,*

유의확률(양쪽) .001 .028 .021

제곱합및교차곱 40.183 -11.225 -12.258

공분산 .681 -.190 -.208

N 60 60 60

이해도

Pearson 상관계수 -.284
**,*

1 .621
**

유의확률(양쪽) .028 .000

제곱합및교차곱 -11.225 38.912 25.112

공분산 -.190 .660 .426

N 60 60 60

흥미도

Pearson 상관계수 -.298**,* .621** 1

유의확률(양쪽) .021 .000

제곱합및교차곱 -12.258 25.112 42.046

공분산 -.208 .426 .713

N 60 60 60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보는 것이다. 그 결과 [표 19], [표 2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이해도 간의 관계는 상관계수 -.284의 보통의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고, 성취도와 흥미도 간의 관계 역시 상관계수 -.298로 보통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해도와 흥미도 간의 관계는 .621로 강한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해도와 흥미도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으로 과학 실험과정을 복습 했을 때의 

결과의 차이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의 흥미도가 학습 

이해도를 높이 끌어 올려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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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2차 실험의 성취도와 이해도,흥미도의 상관계수

성취도 이해도 흥미도

성취도

Pearson 상관계수 1** -.481** -.925**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제곱합및교차곱 28.733 -16.350 -35.482

공분산 .487 -.277 -.601

N 60 60 60

이해도

Pearson 상관계수 -.481** 1 .635**

유의확률(양쪽) .000 .000

제곱합및교차곱 -16.350 40.213 28.840

공분산 -.277 .682 .489

N 60 60 60

흥미도

Pearson 상관계수 -.925
**

.635
**

1
**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제곱합및교차곱 -35.482 28.840 51.253

공분산 -.601 .489 .869

N 60 60 60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다. 2차 실험의 성취도와 이해도, 흥미도간의 상관분석

  2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이해도 간의 관계는 상관계수 -.481의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성취도와 흥미도 간의 관계 역시 상관계수 -.925로 매우 강

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1차 실험보다 2차 실험에서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차 실험에서 이해도와 흥미도 

간의 관계는 .682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절대값으로만 평가를 하는 상관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1차 실험에서는 흥미도

와 이해도 사이에서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것이, 2차 실험 결과에서는 성취

도, 흥미도, 이해도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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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차 실험의 성취도와 시간의 상관계수

걸린시간 성취도

걸린시간

Pearson 상관계수 1 -.429**

유의확률(양쪽) .001

N 60 60

1차 실험(2014.10.7) 2차 실험(2014.10.19)

1차_실험군 1차_대조군 2차_실험군 3차_대조군

평균 학습시간 3.23분 4분 3.13분 4분

이것은 실험이 반복 될수록 학습유형에서 동영상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에 학

생들이 더 큰 흥미를 보이고 재미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해도와 성

취도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태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과학실험교육에서 개념을 학습하거나 처음 학습을 시작하

는 단계가 아닌 복습으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

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1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학습 시간의 상관분석

  다음은 학습에 있어서 학습 시간과 성취도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실험에서 실험시간은 담당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때까지 

아이들 스스로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10분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시험

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하지만 성취도와 학습 시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위해 학습

에 걸린 시간을 학생 개별적으로 체크한 결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실

험군이 동영상을 학습한 실험군보다 평균 학습 시간이 더 짧게 걸린 것으로 [표 

21]에 나타나 있다. 

[표 21] 1,2차 실험 평균 학습 시간

  1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는 [표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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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Pearson 상관계수 -.429** 1

유의확률(양쪽) .001

N 60 60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표 23] 2차 실험의 시간과 성취도간의 상관계수

걸린시간 성취도

걸린시간

Pearson 상관계수 1 -.478
**

유의확률(양쪽) .000

N 60 60

성취도

Pearson 상관계수 -.478
**

1

유의확률(양쪽) .000

N 60 60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1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학습시간 간의 관계는 상관계수 -.429의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취도는 실험군의 평균이 높았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을 학습한 실험군이 성취도도 높고 학습시간도 적게 걸린 것이다. 

  이것은 실험 과정을 교수학습을 통해 배운 후 복습으로 활용할 때, 동영상처럼 

정해진 일정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시 듣는 학습 방법이 실험과정에 대

한 이해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동영상을 학습하는 것보다 인터랙티브 애

니메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학습시간도 더 적게 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 2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시간의 상관계수

  2차 실험에서 성취도와 학습시간 간의 관계는 [표 23]과 같다. 그 결과에 따르

면 성취도와 시간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478의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2차 실험에서 그 상관관계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인터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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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았고,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학

습 시간이 더 짧게 걸린 것이다. 

  두 번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성취도와 학습 시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앞의 [표 17]의 성취도 결과를 통해 보면 실험군의 성취도는 1차

보다 2차 실험 때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과학 실험교육에서 5분이

내의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이미 학습한 내용의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

으로 듣는 것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통해 효과음이나 이벤트등으로 바로 

학습 이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학습 방법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성취도도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영상을 학습하는 것보다 학습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마. 학습 효율성

  효율성(效率性)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친 개념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

율인 능률성과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목표의 성취도만 따진 효과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정도를 효율성이라 한다.30)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효과성을 흥미도, 이해도, 학업 

성취도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성취도와 학습 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학습시간

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면서도 성취도가 높은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동영상보

다 학습시간대비 성취도가 높아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5. 면담 결과 정리 및 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실험 후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동영

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둘 다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

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면담 결과 정리

30)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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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 단점

동영상

•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잘 

되었다.

• 수업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설명들으니 

공부가 더 쉬운 것 같다.

• 복습을 하니 좋았다.

•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똑같

아서 지루하다.

• 끝까지 다 보기가 좀 싫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 잘 모르는 부문을 보려면 처음

부터 다시 봐야 하는게 좀 귀찮

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 직접 실험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다.

•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하면서 

공부하니 지루하지 않다.

• 틀렸을 때 소리가 나니 게임을 하는 것

처럼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었다.

• 실험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해보니 실

험 방법을 더 잘 알 수 있다.

• 틀린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바로 바

로 다시 해 보니 확실히 실험 과정을 

알겠다.

• 마우스로 끌어서 맞을 때까지 

해야되는게 조금 귀찮다. 

• 공부 하는게 아니고 노는 것같

은 기분이어서 좀 산만해 지는 

것 같다.

  

  면담결과를 보면, 과학 수업 내용을 복습하여 이해를 돕는 다는 측면에서는 동

영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끝까지 다 듣기 지루하다는 평도 있었다. 인터

랙티브 애니메이션은 실험과정의 이해나 학습의 재미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야기 했다.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도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학

습 능력의 차이가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랙

티브 애니메이션이 학습의 흥미도를 높여준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

다.

  제4절 연구 분석 결과 

    1. 연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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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 이해도 성취도
걸린시간

평균

주어진시간

평균

실험군
평균 4.18 4.18 8.23

3.23 10
표준편차 .53 .64 1.30

대조군
평균 3.53 3.67 7.46

4 10
표준편차 .71 .89 1.61

흥미도 이해도 성취도
걸린시간

평균

주어진시간

평균

실험군
평균 4.18 4.43 8.90

3.13 10
표준편차 .40 .60 .923

대조군
평균 3.67 3.62 7.60

4 10
표준편차 .80 .83 1.30

[표 25] 1차 실험 결과

  

 첫째, 1차 실험결과 흥미도, 이해도는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를 하였는데, 두 

가지 항목 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한 실험군이 동영상을 학습한 대조군보다 

높은 결과를 얻었다. 성취도는 실험과정의 이해에 중점을 둔 평가를 하였고,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험군이 조금 더 높은 성취도를 얻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며 실험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자발적인 

반복학습을 유도하여 이해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동영상의 

경우 실험의 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하므로 학습시간이 동일하게 

끝났지만,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학생들에따라 걸린 시간의 편차가 있었고, 

평균 학습시간도 더 짧았다. 따라서 시간대비 효율성을 놓고 보았을 때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구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26] 2차 실험 결과

  

  둘째, 2차 실험결과도 1차 실험결과와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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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었다. 특히 실험군의 경우 성취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기체발생 실험

에서 유사한 두 번의 실험과정(이산화탄소, 산소)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과정에 대

한 학습능력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실험을 면담 결과를 통해 분석해보면 실제 실험과 동일한 과정을 직접 

클릭이나 드래그&드롭 등의 인터랙션을 통해 체험해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바로 이벤트 효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으로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이 높은 흥미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여 이해도 역시 높아지고 이것이 높은 성취도로 이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도와 흥미도간의 

상관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이 두가지 항목과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1차 실험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2차 실험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즉 2차 실험에서 더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그 원인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능력의 차이, 과학교과에 대한 선호도, 

표본의 수 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았을 때, 

10분간의 동일한 시간을 주고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학습하게 

하였는데, 동영상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1번만 학습을 한 반면,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경우 게임처럼 재밌어서, 완벽하게 잘 알고 싶어서, 틀리면 다음 

실험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등의 이유로 반복 학습을 한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반복학습이 실험과정의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러닝을 통한 초등과학 실험교육에서 동영상과 인

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복습으로 활용할 때, 두가지 방법 중에서 이해도, 흥미도, 

성취도, 시간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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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을 통해 과학 실험 교육을 할 때, 그 실험과정과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데, 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동영상과 인터

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통한 과학실험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더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2.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이해

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무엇인가

    3.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무엇인가

    4.동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학습시간대비 성취

도가 더 높은 것은 무엇인가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의 K초등학교 6학년 60명(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하였고, 실험내용은 과학교과 내용 중에서 기체발생실험(이산화탄소, 산소)을 동

영상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으로 나누어서 학습한 후 설문지와 성취도, 면담(20

명)을 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사전실험을 2014년 9월 19일에 광주광역시 매곡동 P과학학원에 

다니는 초등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수정과 실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54 -

  본 실험은 1차 2014년 10월 7일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 2차 실험은 2014년 10월 

19일 산소 발생 실험으로 총 2회 실시하였다.

  학습 이해도와 흥미도를 검사하는 도구로는 설문지를 통해 하였고, 리커트 척도

로 채점한 점수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취도를 검사하는 도구로는 평가 

시험지를 통해 하였고,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분석은 SPSS 2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을 하고, 평균, 표준편차를 T-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본 후, 각 항목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학실험교육에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보다 학습시간대비 성취도가 높아 더 효율적

이다. 실제 실험과 동일한 과정을 직접 클릭하고 드래그&드롭 등의 인터랙션을 통

해 체험해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이벤트 음향 효과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

고 받는 과정이 실험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을 유도하고 이것이 높은 성취도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과학 실험교육에서 특히 복습으로 활용 할 경우,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데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강의식 수업을 듣고 실험을 한 학

생들의 경우 동일한 방식의 동영상강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보다 더 재미

를 느끼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이 실험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더 효

과적이다. 동영상 학습이 충분히 설명을 듣을 수 있어 이해를 더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동일하게 1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동영상은 반복학습을 한 한 

생이 없었고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경

우 여러 번 반복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렉션이 주는 흥미도가 이

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두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682로 높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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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동영상보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학습한 실험군이 동영상을 학습한 대조군보다 성

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유의미했다. 또한 실험군의 경우 1차 실험보다 

2차 실험의 성취도가 더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복습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설명위주의 동영상 학습보다는 인터랙션을 통한 자발적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지속시켜주고, 이것이 이해도와 성취도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보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시간 단축이 되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학습이 시간대

비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2절 향후 활용방향 및 연구과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늘어나는 지식을 선생님

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학생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

은 수동적이고 획일화, 표준화된 주입식 수업으로는 학생이 더 이상 학습에 흥미

와 관심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통신기기의 발전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이러닝 시장은 갈수록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양한 수준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정의 이해가 중심이 되는 과학 탐구 과정의 

특성상 인터랙션이 주는 흥미도가 학생들의 스스로 능동적인 탐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직접 실험을 하는 것 같은 체험이 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내용은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탐구과정을 중심으로한 과학 실험 교육에서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대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직접 실험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 유용하다는 점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실험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

는데 효과적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해야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타교과에서도 순서와 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교육과정에서는 인터랙티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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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 체험하는 것과 똑같이 해봄으로써 사용자 경험

성을 높여 학생들의 흥미도나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듀넷(EDUNET)의 경우 기본 학습(사이버 학습 콘텐츠)->보충∙심화 

학습(주제별 핵심학습자료, 추천자료)->학습정리(단원정리)->학습점검(단원별 문

제지 및 해설지)단계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자료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시하면

서 검색하는데 화면의 페이지를 여러번 넘겨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더 효과적인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자료를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환경에 맞추어 이러닝도 모바일 환경기반에 적합한 서비스 UI∙UX 등을 제공

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웹페이지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 핵심

인 콘텐츠의 세부 구성요소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부분에 장기간의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롤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과학 교과의 영역인 관찰, 측정, 예측 등의 과학 과정을 학습

하는데 그쳤지만, 과정의 이해를 요구하는 다른 교과나, 직접 실험이나 체험이 어

려운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도와 이해도는 서로 강한 영향력이 있고, 그것에 대한 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이 두가지 항목이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표본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다

루지 못한 이러닝의 디자인 구성요소 들을 다루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논의 되는 에듀

테인먼트 교육에도 흥미 유발을 통해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 흥미가 부족한 아

이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효용성을 연구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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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어린이 여러분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비밀

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주신 여러분의 설문응답은 연구에 귀중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9.

조선대학교 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 전공

최진경

이메일 : atmoments@hanmail.net

설문 참가 학생 : ____________초등학교  이름__________________

학습 시작시간 :　＿＿＿＿＿＿  끝난 시간 :　＿＿＿＿＿＿＿＿

<부록>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위에 V표시를 해주세요.

<기초 환경조사>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２. 평소 과학 교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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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이번 실험 이전에 사이버 학습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3-1. 이전에 사이버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번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만 체크)

①사이버 학습에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②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③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④그냥 흥미가 없어서

⑤기타의견(                                                   )

<학습 만족도 관련 검사>

1. 동영상 또는 애니매이션을 통한 수업 내용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2. 학습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었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3. 일반 수업과 비교 하였을때 학습에 더욱 집중이 되었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3-1. 만약 더욱 집중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ex) 컴퓨터로 하니까, 직접 실험을 하는 것 같아서 실감나서 등

4.주어진 학습 후 실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5.향후 자발적으로 사이버학습을 할 의향이 있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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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학습 후 느낀점( 선택사항 )

ex)모르는 부분은 반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직접 실험하듯이 체험해보니 좋았다,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됐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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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별 면담지>

1. 이번 실험 이전에 사이버 학습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1-1. 이전에 사이버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사이버 학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②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③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④그냥 흥미가 없어서

⑤기타의견(                                                   )

2. 동영상과 애니매이션을 통한 수업 중 어느 것에 더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가? 

2-2. 그 이유는?  그 장점은? 그 단점은?

3. 향후 자발적으로 사이버학습을 할 의향이 있는가?

3-2. 그 이유는?

4. 사이버학습 후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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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발생실험 평가지>

실험 참가 학생 : ____________초등학교  이름__________________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답안을 작성해주세요.

<준비물과 그 용도에 대한 이해>

1. 산소 발생 장치를 꾸밀 때 필요한 실험기구를 아는 대로 쓰시오. 

2. 산소발생장치를 꾸밀 때 필요한 실험 기구가 아닌 것은?

①주사기 ②깔때기 ③고무마개 ④핀치집게 ⑤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3. 실험 결과, 산소가 모이는 실험 기구는?

①수조 ②고무관③집기병  ④고무마개⑤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 실험 장치 꾸미기 과정의 이해>

- 깔때기를 링이 부착된 스탠드에 설치한다.
- 깔때기에 고무관을 끼운다.

- 깔때기에 끼운 고무관을 (              )로 집는다.

-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를 유리관을 끼운 고무 마개로 막는다.

- 깔때기에 연결된 고무관을 유리관에 끼운다.

- 가운데에 설치할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2/3정도 넣고,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

로 막는다.

- 왼쪽 삼각 플라스크의 옆면과 가운데 삼각 플라스크의 유리관을 (          )으

로 연결한다.

- 가운데 삼각 플라스크의 옆면에 긴 고무관을 끼운다.

- 물을 가득 채운 (         )을 물이 든 수조에 (              ) 세우고, 가운데 

삼각 플라스크와 연결된 고무관을 집기병 속에 넣는다.

- 산소 발생 실험시, 왼쪽이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다음, (             

  )한 숟가락을 넣는다.

- 깔때기에 (                      )을 살살 붓는다.

- (                )를 조절하며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조금씩 흘려보낸다.

- 산소가 집기병에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집기병의 입구를 막고, 유리판

과 집기병을 같이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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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발생 시험 평가지>

실험 참가 학생 : ____________초등학교  이름__________________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답안을 작성해주세요.

<준비물과 그 용도에 대한 이해>

1.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를 꾸밀 때 필요한 실험기구를 아는 대로 쓰시오. 

2.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를 꾸밀 때 필요한 실험 기구가 아닌 것은?

①주사기 ②깔때기 ③고무마개 ④핀치집게 ⑤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3. 실험 결과, 이산화탄소가 모이는 실험 기구는?

①수조 ②고무관③집기병  ④고무마개⑤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 실험 장치 꾸미기 과정의 이해>

- 깔때기를 링이 부착된 스탠드에 설치한다.
- 깔때기에 고무관을 끼운다.

- 깔때기에 끼운 고무관을 (              )로 집는다.

-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를 유리관을 끼운 고무 마개로 막는다.

- 깔때기에 연결된 고무관을 유리관에 끼운다.

- 가운데에 설치할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2/3정도 넣고,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

로 막는다.

- 왼쪽 삼각 플라스크의 옆면과 가운데 삼각 플라스크의 유리관을 (          )으

로 연결한다.

- 가운데 삼각 플라스크의 옆면에 긴 고무관을 끼운다.

- 물을 가득 채운 (         )을 물이 든 수조에 (              ) 세우고, 가운데 

삼각 플라스크와 연결된 고무관을 집기병 속에 넣는다.

-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시, 왼쪽이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다음, (       

        )한 숟가락을 넣는다.

- 깔때기에 (                      )을 살살 붓는다.

- (                )를 조절하며 묽은 염산을 조금씩 흘려보낸다.

- 이산화탄소가 집기병에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집기병의 입구를 막고, 

유리판과 집기병을 같이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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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수업 안내

단원
2. 여러 가지 

기체
차시 대상 장소 일시 지도교사

학습

주제

이산화탄소 

발생시켜 성질 

알아보기

8/11

6-흰여울

남:14 

여:16

과학실
2014.10.14

9:00~10:20

학습

목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성질을 알아봅시다.

단원

구성

 이 단원에서는 3학년 ‘액체와 기체’단원에서 학습한 기체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존재하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이해하게 한다.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켜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용을 배운다.

  단원 1차시에서는 과자봉지 실험을 통해 기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단원 2차시에서는 8차시 까지는 힘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산소와 

이산화탄소 발생장치 꾸며서 성질을 확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체의 성질에 대해 

배운다.

  단원 9차시에서는 과학 생각모음으로 통해 알게 된 개념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경험을 제공한다.

  단원 10차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수업

자 

의도

  이 차시는 이산화탄소 발생장치를 꾸며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그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차시를 통해 학생들이 

기체발생장치를 스스로 꾸며 발생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기체발생장치를 꾸미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성질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 기체 발생장치를 

꾸미는 방법을 동영상과 인터랙션 애니메이션 학습을 통해 모둠이 함께 논의하여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앞 차시의 산소발생장치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참관 

관점

1. 주어진 자료를 통해 기체발생장치를 바르게 꾸미고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는가?

2. 실험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3. 협력하는 자세로 모둠이 함께 활동하며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가?

 <수업 지도안의 예-이산화탄소 발생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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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수업 디자인
수업

흐름
  주요 활동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성질을 알아봅시다

∎ 지난 수업 떠올리기

∎ 공부할 문제

전개

∎ 학습활동 안내

  <활동1> 기체 발생장치 꾸미기

  <활동2> 이산화탄소 발생시켜 집기병에 모으기

  <활동3> 이산화탄소 관찰하고 성질 알아보기

  <활동4> 이산화탄소의 이용 알아보기

∎<활동1> 이산화탄소 발생시켜 집기병에 모으기

  • 실험에 필요한 물질 확인하기

  • 실험 장치들의 역할 확인하기

  • 실험 방법의 특이성 확인하기

  •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집기병에 모으기

∎<활동2> 이산화탄소 관찰하고 성질 알아보기

  • 이산화탄소의 성질 관찰하기

    - 색깔, 냄새 등

∎<활동3> 이산화탄소의 이용 알아보기

  • 일상생활 속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는 예 알아보기

    

∎<활동4> 기체 발생장치 꾸미기

  • 에듀넷 자료 확인하고 내용 파악하기

    - 동영상 파일, 실행파일을 통해 기체발생장치 

꾸미는 방법 알기

 이산화탄소 발생실험 

준비물

 준비물을 함께 확인하고 

간단히 설명한다.

안전에 주의하며 실험하게 

하고, 실험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로 기록하게 

한다.

정리

∎학습활동 정리하기

  • 탄산수 만들어 먹기

∎차시예고

  •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기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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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수업 디자인
수

업

흐

름

  주요 활동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산소를 발생시키고 성질을 알아봅시다

∎ 지난 수업 떠올리기

∎ 공부할 문제

전

개

∎ 학습활동 안내

  <활동1> 기체 발생장치 꾸미기

  <활동2> 산소 발생시켜 집기병에 모으기

  <활동3> 산소 관찰하고 성질 알아보기

  <활동4> 산소의 이용 알아보기

∎<활동1> 산소 발생시켜 집기병에 모으기

  • 실험에 필요한 물질 확인하기

  • 실험 장치들의 역할 확인하기

  • 실험 방법의 특이성 확인하기

  • 산소 발생시키고 집기병에 모으기

∎<활동2> 산소 관찰하고 성질 알아보기

  • 산소의 성질 관찰하기

    - 색깔, 냄새 등

∎<활동3> 산소의 이용 알아보기

  • 일상생활 속 산소가 이용되는 예 알아보기

    

∎<활동4> 기체 발생장치 꾸미기

  • 에듀넷 자료 확인하고 내용 파악하기

    - 동영상 파일, 실행파일을 통해 기체발생장치 

꾸미는 방법 알기

 산소 발생실험 준비물

 준비물을 함께 확인하고 

간단히 설명한다.

안전에 주의하며 실험하게 

하고, 실험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로 기록하게 

한다.

정

리

∎학습활동 정리하기

  • 보고서 완성하기

∎차시예고

  •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기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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