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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e-Book 인터페이스의 설계  개발은 학습자 심의 성처지교수를 

해 요한 이슈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제공된 e-Book 학습환경에서 학습

자의 정보처리유형이 학습내용 이해  사용 편의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으로써 

보다 처방 인 e-Book 인터페이스의 설계 략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해 학

생 68명이 참여하 으며,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제공된 e-Book 콘텐츠를 통해 학습한 후 정보처리유형 

(시각 정보처리, 언어 정보처리)에 따른 학업성취도 (텍스트 구조 악  학습내용이해)와 사용 편의성에 

한 효과성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텍스트 구조 악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습내용 이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는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체 으로는 텍스트 구조 악의 용이성, 

텍스트 분량 악의 용이성, 네비게이션의 용이성, 그리고 내용기억의 편의성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 사용 편의성의 주요요인은 학습 치 악의 용이성이었으며, 정

보처리유형의 집단간 분류의 정확도는 79.4%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Book 콘텐츠 설계  개발에 한 략  시사 에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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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 of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on lesson 

comprehension scores and usability ratings in e-Learning containing visual information 

structure. To address this goal, 68 university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y 

were asked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test, lesson comprehension test, and usability ratings 

after completed e-Learning less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isual and verbal information process style on lesson comprehension as learn outcomes. 

However, students who are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were significantly higher ratings 

than students who are verb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on 4 of 8 usability scales; awareness 

of lesson structure, awareness of lesson length, ease of navigation, and ease of lesson learning. 

These result indicate that there will be needed the design of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 for 

e-Book according to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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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해 가장 많이 하고 활용하는 매체 의 

하나는 e-Book 형태의 콘텐츠일 것이다. e-Book 콘텐

츠는 디지털 텍스트를 비롯하여 동 상, 그림, 음성, 효

과음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e-Book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학습내용을 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을 

보다 진시킬 수 있는 략이 된다[1][3][10][25][33]. 

하지만, 여 히 e-Book을 활용한 학습은 기술의 발

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많

은 도 을 받고 있다. 최근 디스 이 기술의 발달로 

가독성에 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지만 여 히 단  

시간당 시지각  피로도가 높아 e-Book을 통한 학습에 

여 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8][13][15]. 특히, 디지

털 텍스트로 구성된 e-Book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은 

인쇄 텍스트와 달리 학습내용의 체 인 구조를 보거

나 텍스트의 물리  구조를 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 길을 잃어 헤매거나 특정 정보

를 찾아 읽는 일이 어려운 과제가 되어 버렸다

[4][6][9][20][35]. 이러한 연유로 e-Book과 같은 디지털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학습내용을 정

독하기 보다는 훑어보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인지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한다[32]. 이는 결국 학습자들로 하여  디지털 텍스트

로부터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하기도 에 혼란과 좌 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주의집 력과 학습동기를 하시켜 

학습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26][29][33].

e-Book에서 이와 같은 문제 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

유 의 하나는 e-Book이 본질 으로 갖고 있는 제한

에 기인하는데, e-Book은 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구

성된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6][14]. 이는 디지털 텍스트로 구성된 하이퍼텍스트 기

반의 멀티미디어가 갖는 공통 인 속성 의 하나이기

도 한데,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된 디지털 텍스트의 문서 

구조정보는 숨겨져 있고, 하이퍼텍스트 문서들 간의 링

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 링크간의 거리와 양을 

악하는 일이 근본 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4][6][14]. 

물론, 최근 e-Book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인쇄 텍

스트와 유사한 메타포 형식을 제공하며, 실제 학습자가 

실의 종이책을 넘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기술 으로 

구 할 지라도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된 e-Book의 디지

털 텍스트를 인쇄 텍스트처럼 체 페이지를 넘겨보면

서 한 으로 훑어본다거나, 재 페이지의 이동 없이 

여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 비교하

면서 읽고 이해하는 학습활동의 과정은 근본 으로 쉽

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다[6][8][9][33]. 

이와 같이 e-Book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방향감 상

실이나 텍스트 체구조의 악, 이에 따른 인지부하의 

감소를 한 노력의 일환으로 e-Book 학습환경에서도 

하이퍼텍스트 문서간의 구조를 가시 으로 드러내어 

인쇄 텍스트에서와 같은 텍스트의 체 인 구조를 직

으로 악하기 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

고 있다[6][9][13][16]. 컨  한안나 (2008)[16]는 웹 

공간에 시각  조직자라는 시각  추상물을 통해 하이

퍼텍스트 문서의 체의 양이나 범 를 직 으로 

악함으로서 학습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하 다. 진성

희(2010)[13]는 디지털 텍스트 구조의 시각  변형 설계

를 제안하면서 하이퍼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형

태의 구조를 시각 으로 드러냄으로써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효과 으로 악하고 그 내용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성을 악하고자 하 다. 한 성은모(2011)[6]의 

연구에 의하면,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가시 으로 

드러내는 e-Book의 인터페이스 설계 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e-Book 인터페이스에서 하이퍼텍스

트 정보구조의 설계는 숨겨져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의 체 인 부피와 분량, 하이퍼텍스트 정보들 간 연

결되어 있는 노드와 링크의 거리,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의 의미  정보 등을 표면 으로 드러내어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설계 략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의 부분은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시각  설계가 학습결과에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학습만족도에 정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제한  수 에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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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 하고 있다. 실제 으로 e-Book과 같은 멀티미

디어를 활용한 학습을 한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시각

 설계 략은 학습자의 개인  특성을 심으로 개발

되어질 때 보다 학습자 심의 학습을 지향할 수 있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환경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3].

일반 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학습

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learning preference, 

learning style) 는 학습자들의 인지양식(cognitive 

style)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 을 경우 보다 학습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38][39]. 컨  시각자

(visualizer)인 학습자에게는 시각  정보를, 언어자

(verbalizer)인 학습자에게는 언어  정보를 제공하

을 경우 학습을 보다 잘한다고 한다. 즉, 학습자의 정보

처리유형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 을 경우 보다 

유의미한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과 같은 개인  특성

은 e-Book과 같은 멀티미디어 학습에서 매우 요한 

설계요소가 된다. 멀티미디어 학습환경에서는 각 개인

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성처치상호작용(ATI: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29][34][43]. 하지만, 이와 같은 근본 인 질문에 

해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시각  정보구조

가 제공된 e-Book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정보처리유

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사용 편의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사용 편의성 요

인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면 히 살펴보

고자 하 다. 이를 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퍼텍스트 시각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스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상

없이 동일하게 학습에 효과 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 인가?

둘째, 하이퍼텍스트 시각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스 학습환경은 어느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들

에게 보다 사용 편의성이 유용한가?

마지막으로 하이퍼텍스트 시각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스 학습환경이 특정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 이라면 어떠한 사용 편의성 요

인이 학습자들에게 향을 미치는가? 가 된다.

실제 e-Book 콘텐츠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해

서는 학습자들의 인지  특성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한 

처방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험  연

구결과는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최 의 e-Book 

인터페이스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한 멀티미디어 설

계의 략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II. 이론적 배경

1. e-Book 학습환경에서의 하이퍼텍스트 정보구
조의 개념 및 특성

e-Book 학습환경에서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구

하는 것은 디지털 텍스트로 구성된 하이퍼텍스트 문

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  정보를 직 으로 악

할 수 있도록 가시화한 형태(visual format)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5]. 이는 학습자가 실제 세계에서 인쇄 

텍스트를 보고 읽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텍스트 구

조의 물리  속성을 기반으로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외

재  특성을 조 하는 방식과 내재  특성을 조 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6].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외재  특성을 조 하는 방식

은 하이퍼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문서 간의 노드와 링

크의 거리, 연결되어 있는 문서의 부피와 분량 등을 표

면 으로 드러내어 텍스트의 물리  구조에 한 속성

을 직 으로 지각(perception)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네비게이션(navigation)과 한 

련이 있다[6][39][44]. 한편,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내

재  특성을 조 하는 방식은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  계를 가시 으로 드러내어 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을 효율 이고 효

과 으로 기억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물리  

속성을 변형시킴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강조하여 알려주는(signaling) 략과 한 련이 

있다[6][23][2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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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학습환경에서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정보구

조를 외재  그리고 내재  특성을 반 하기 해서는 

텍스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물리  속성을 반 할 필요

가 있다. 이에 하여 성은모(2011)[6]는 학습자들로 하

여  e-Book에서 인쇄 텍스트와 같은 텍스트 구조의 

속성을 직 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여 텍스트 구조의 물리  요인 9가지를 평면  속

성(미시 구조  속성 요인, 상  구조  속성 요인)과 

입체  속성으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규명하 다.

표 1.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물리적 요인의 속성

평면  속성 입체  속성

미시 구조  속성 요인상  구조  속성 요인거시 구조  속성 요인

크기 (size)
길이 (length) 
단서 (signal)

공간 (space)
밀도 (density) 
배열 (layout)  

깊이 (depth)
부피 (volume)
형태 (format)

평면  속성은 하이퍼텍스트가 하나의 페이지에 존

재할 경우 용되는 물리  요인으로써 2차원의 평면

 스크린에 제시되는 단면 인 속성이라 할 수 있으

며, 미시 구조  속성과 상  구조  속성으로 구분 지

을 수 있다. 미시 구조  속성은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물리  요인이 다른 구성 요인들과 독립 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하며, 상  구조  요인은 

물리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 계 속에서 형

성되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한편, 입체  속성은 

하나 이상의 페이지들이 모여 보다 복잡하고 계 이

며 층 인 텍스트 구조를 형성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 디지털 텍스트의 물리  요인에 있어 평면  

속성으로써 미시 구조  속성 요인과 상  구조  속성 

요인은 상호 유기 인 련을 맺음으로써 보다 복잡하

고 다양한 수 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거시 

구조  속성 요인의 성질과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e-Book 인터페

이스에 설계하기 해서는 인간이 사물을 시각 으로 

지각하는 기본  속성으로써 게슈탈트(Gestalt) 이론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이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인식하는데 있어 각 물리  요인들을 분 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각 물리  요인들을 체 으로 통합하여 

지각하는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컨 , 깊

이는 텍스트의 길이, 공간, 배열 등의 속성이 결합되어 

계 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며, 부피요인은 길이, 크기, 

배열, 깊이, 공간 등의 하나 이상의 요인들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2. e-Book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
통 으로 학습자의 정보처리양식(information process 

style)은 인지양식(cognitive style)으로써 시각자

(visualizer)와 언어자(verbalizer)로 구분될 수 있다

[27][34][38][39][45]. 정보처리유형으로써 시각자와 언

어자의 가정은 언어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미

디어 콘텐츠의 설계에 있어 보다 한 련이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학습은 학습자의 시각자와 언어자라

는 인지양식의 개인차를 고려한 성처치가 가능한 학

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19][45]. 즉, 학습자의 정보처

리유형에 따라 한 멀티미디어 설계 략을 다르게 

용하여 최 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으로 이를 구 하기 해서는 학습자

의 정보처리유형을 시각자와 언어자로 구분하여야 하

는데, 이 두유형의 차원을 개념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34].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하여 선행연구자들이 규명한 정보처리의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Riding(2001)[39]은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인지양식 (cognitive style)의 주요차원으로써 

시각자와 언어자를 구분하 고, Jonassen과  Grabowski 

(1993)[27]는 언어와 그림정보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학

습양식(learning style)의 주요차원으로 시각자와 언어

자를 구분하 으며, Childers, Houston와 Heckler(1985) 

[17], 그리고 Plass 외(1998)[38] 등은 학습과 정보를 처

리를 하는데 있어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의 선호도 

즉, 학습 선호도(learning preference)의 주요차원으로 

시각자와 언어자를 구분하 다. 한 Mayer & 

Massa(2003)[34]는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게 보다 수월

한 사람은 언어자,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게 보다 수월

한 사람을 시각자로 정의하면서, 인지양식(cognitive 

style)은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표상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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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며, 학습 선호도(learning preference)는 학습자

들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유형에 한 선호도로 간주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각자와 언어자를 구분하는 개념은 학자

들마다 조 씩 다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 인 견해는 

학습자의 개인  특성으로써 정보처리유형은 시각정보

를 선호하는 학습자와 언어  정보를 선호하는 학습자

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합의를 하고 있다

[28][34][45].

학습자들의 정보처리유형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구성하는데 주요하게 향을 미친다. 컨  시각  정

보처리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그림, 도표, 다이어그램, 

경험  근거자료, 실험결과 등 보다 구체 인 학습자료

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습하는 반면, 언어  정

보처리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언어  메시지, 구어  설

명, 공식 등 보다 언어로 매개된 추상 이고 추론 인 

학습자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습을 한다는 것

이다[22][46][47]. 따라서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

른 e-Book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개발은 학습자 심의 

학습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는 

요한 략요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A 학교 학생 68명이었다. 연구

상은 남학생이 22명, 여학생이 46명이었고, ‘교육공학 

기 ’ 강의를 수강하 다. 연구 상자들의 정보처리유

형 검사결과, 체평균은 3.54 (SD=0.52)이었으며, 언어

 역의 평균은 3.59 (SD=0.56), 시각  역의 평균

은 3.50 (SD=0.68)이었다. 검사결과에 따라 정보처리유

형을 구분하여 본 결과, 언어  정보처리 유형이 40명, 

시각  정보처리 유형이 28명으로 나타났다.

이 두 유형의 집단에 속한 연구 상자들이 기본 으

로 가지고 있는 학습내용에 한 사 지식과 e-Book 

학습의 경험정도가 학업성취도  사용편의성 수에 

향을 미칠 수 있기에 두 요소에 한 사 검사를 실

시하 다. 검사결과, 사 지식 (t=0.23, p=.82)과 e-Book 

학습의 경험 (t=0.01, p=0.99)에 있어 두 집단은 동질

임이 확인되었다.

2. 연구도구 
2.1 실험을 위한 e-Book 인터페이스
본 연구를 해 사용된 e-Book 인터페이스는 성은모

(2011)[6]가 개발한 것이다. 이 e-Book 인터페이스는 

인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물리  요인의 특성을 바탕

으로 학습자들이 e-Book 학습환경에서도 인쇄 텍스트

를 보는 것과 같은 물리  정보를 획득하여 하이퍼텍스

트의 정보구조를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개발되었다. 하이퍼텍스트 시각  정보구조

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스의 주요설계원리를 [그림 

1]에 제시된 각 역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하이퍼텍스트 시각적 정보구조가 반영된 e-Book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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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은 텍스트의 체 분량(volume)과 각 주제별 

분량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지

털 텍스트 페이지 이미지 크기(size)를 축소하 으며, 

각 주제의 깊이(depth)와 길이(length)를 공간(space)의 

구분을 통해 배열(layout)하 다.

② 역은 텍스트의 내용을 시각  흐름에 따라 미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텍스트의 이동하는 

흐름과 앞으로 개될 텍스트의 형태(format)로써 텍스

트의 분포(density), 이미지  핵심내용의 공간  치

(space와 signal)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한, 텍스트 페이지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으

면, 해당 페이지의 요약정보 도우와 체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도우가 팝업으로 나오게 되어 설계되었다. 

③ 역은 학습내용의 제목을 메뉴화한 역으로써 

주제의 요도에 따라 제목의 크기(size)를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직 으로 요

한 내용과 그 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게 하여 인지  

집 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지  부감을 

이고 효율  학습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④ 역은 학습내용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학습내

용의 요약된 개요정보와 학습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페

이지의 수를 팝업형태로 나타나게 하여 해당 주제에 

한 체  텍스트의 분량(volume), 텍스트 내용의 길이

(length)와 도(density), 요 정보의 치(signal and 

space) 등을 언제든지 볼 수 이도록 설계되었다. 

⑤ 역은 텍스트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메인화면으로

써 체 인 텍스트  그림의 배열(layout)과 요정

보가 제시(signal) 되도록 설계되었다.

⑥ 역은 ⑤의 메인화면에 제시되는 텍스트에 한 

요도, 수 , 주요단어 등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페이지의 집 , 선택  읽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⑦ 역은 메인 컨트롤 바로써 학습의 체 인 흐름

과 텍스트의 후 페이지 이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텍스트의 체 길이(length)가 제시되며, 

재 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단서(signal)도 함께 제시

된다.

⑧과 ⑨ 역은 체 인 디지털 텍스트 구조의 형태

(format)과 배열(layout), 분량(volume), 깊이(depth), 

길이(length), 크기(size), 텍스트의 분량(density), 요

정보의 치(signal and space)  등을 시각 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

당 페이지의 개요정보와 해당 페이지를 미리 볼 수 있

으며, 각 페이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주요화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e-Book 콘텐츠에 활용된 학습 내용은 ‘원

격교육의 이해: 원격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으며, ‘원격교육의 기  (3쪽)’, ‘원격교육의 이

론 (7쪽)’, 그리고 ‘원격교육의 실제 (7쪽)’ 등으로 이루

어졌다.

2.2 정보처리유형 검사도구
정보처리유형에 있어 시각자와 언어자를 명확히 측

정하여 구분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정보처리유형의 개념을 Childers, Houston와 

Heckler(1985)[17], Mayer와 Massa (2003)[33], 그리고 

Plass 외(1998)[38] 등이 제안한 학습 선호도(learning 

preference)의 개념을 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 정보처리유형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시각

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높은지, 혹은 언어 으로 처

리하는 경향성이 높은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인  특성

으로 개념화 하 다. 

정보처리유형을 검사하기 해 Childers, Houston, 

와 Heckler(1985)[17]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하 다. 

그들은 정보처리유형을 분석해내는 주요변인으로 심상

 생생함(imagery vividness)와 심상 조 (imagery 

control), 그리고 심상 유형(imagery style)을 도출하

고, 그에 따라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검사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언어 정보처리 역이 6문

항, 시각 정보처리 역이 6문항이다. 언어 정보처리 

역 수가 시각 정보처리 역 수보다 높으면 언어  

정보처리의 성향이 강하고, 반 로 시각 정보처리 역

의 수가 높으면 시각 정보처리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본 검사도구는 신뢰도 Cronbach α=.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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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업성취도 검사도구 
학업성취검사도구는 사 검사도구, 텍스트 구조 악 

검사도구, 그리고 학습내용이해 검사도구 등 세 가지가 

개발되었다. 

사 지식 검사도구는 정보처리 유형 집단 간의 동질

성을 확인하기 하여 학습내용에 한 선수지식을 검

사하기 한 것이다. 사 지식 검사도구는 본 연구에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의 기 인 개념이나 의미를 묻는 

내용으로 10개의 객 식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수는 

각 문항들에 해 1 씩 동일하게 배 되어 10  만

으로 산출되었다. 이들 문항에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85로 나타났다.

텍스트 구조 악 검사도구는 학습한 내용의 체

인 내용의 의미  구조에 하여 어떠한 주제들로 이루

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본 검사도구는 

성은모(2009b)[9], Robinson(1993)[39]의 검사 방식을 

용하여 개발되었다. 텍스트의 체 인 구조를 어느 

정도 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텍스트의 

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 구조와 각 상 구조에 

한 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주제문장(topic sentence)

나 주요단어(key word) 등을 악하는 것이다. 

본 텍스트 구조 악 검사는 e-Book에서 제공하는 

학습내용의 텍스트 구조에 따라 상 의 3개 구조와 이

에 따른 하  9개 구조로 등 총 12개의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각 구조에 한 주요문장  주요단어를 사용

하여 설명할 때 마다 1 씩을 부여하여 총 12  만 으

로 산출되었다. 수 부여시 철자의 오류나 텍스트 구

조의 순서는 무시되었으며, 각 항목에 의미  내용이 

맞게 기술되면 정답으로 간주되었다. 텍스트 구조 악 

검사 수에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81로 나타났다.

학습내용이해 검사도구는 텍스트의 세부 인 내용에 

해 얼마나 기억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한 

측정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e-Book 

개발에 활용된 학습내용을 심으로 선택형 17문항, 단

답형 3문항 등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내

용 이해 검사도구에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83으로 나타났다.

2.4 사용 편의성 검사도구
사용 편의성 검사도구는 시각정보구조의 인터페이스

가 반 된 e-Book을 활용에 있어 학습자들의 학습수행

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Nokelainen(2006)[36]은 교육  목 으로 개

발된 콘텐츠는 학습자의 수행을 학습자의 학습결과와 

연 시켜서 사용성을 평가해야한다는 을 견지하

는데, 본 연구도  사용 편의성 검사를 학습자의 학습결

과와 연 시켜 보는 을 채택하 다. 한 

Nokelainen(2006)[36]가 개발한 사용성 평가문항을 기

반으로 시각정보구조의 설계원리가 용된 e-Book 콘

텐츠의 사용성 평가문항이 개발되었다. 

사용 편의성 검사도구는 사용의 용이성, 사용의 만족

도, 텍스트 구조 악의 용이성,  텍스트 분량 악의 용

이성, 학습 치 악의 용이성, 네비게이션의 유용성, 

내용이해의 용이성, 내용기억의 용이성 등 8가지 역

으로 범주화하여 구성되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검사도구에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e-Book 콘텐츠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학습실에서 

면 면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실험에 들어가기 에 

학습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실험과 련된 체

인 진행방법을 설명한 후, 피험자들의 기본 인  사항

과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한 사 지식 검사, 그

리고 정보처리유형 검사가 실시되었다. 사  검사가 모

두 종료된 후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반 된 e-Book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별학습이 진행되었으며, 학습시

간은 20분이었다. e-Book 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일

으로 컴퓨터 모니터의 원을 끄게 한 다음 사용 편

의성 검사가 10분 동안 우선 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텍스트 구조 악 검사가 5분, 학습내용 이해 검사가 10

분 동안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 (언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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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시각  정보처리자)에 따른 학업성취도(텍스트 

구조 악, 학습내용 이해)와 사용 편의성에 한 인식

의 차이, 그리고 각 차이에 따라 어떠한 사용 편의성 요

인이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사용 편의성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용하 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실

제 으로 있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18]를 산출하 다. 한, 각 집단 간 차이의 효과

에 있어 e-Book 인터페이스의 어떠한 사용 편의성 요

인이 주요하게 향을 미쳤는지를 다 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간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해서 별분석을 실시하여 그 타당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한 분석 도구로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텍스트 

구조 악, 학습내용이해)의 기술통계와 t-검증 분석결

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학습자의 정보처리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사용 
편의성

정보치리 
유형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
효과 
크기

텍스트구
조 파악

언어정보 40 10.64 3.82
2.08* .51

시각정보 28 13.15 6.10

학습 내용 
이해

언어정보 40 17.80 1.36
1.70* -

시각정보 28 17.21 1.44
*: p<.05

[표 2]에서 텍스트 구조 악 검사결과를 보면, 언어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 평균은 10.64 (SD=3.82), 시

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 평균은 13.15 (SD=6.10)

로 나타나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들이 언어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보다 높은 수를 보 다. 이러

한 차이에 한 유의미성을 분석한 결과, t=2.08, p<.05

로 나타나 두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미한 효과에 한 크기를 분석한 결

과, d=.51로 나타나 간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학습내용의 이해에 있어서는 언어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 평균이 17.80 (SD=1.36), 시각  정보처

리 유형의 학습자 평균은 17.21, (SD=1.44)로 나타나 언

어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t=1.70, p>.05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제공한 

e-Book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학습자의 인지  특성으

로 구분될 수 있는 정보처리유형에 따라서 텍스트 구조 

악에는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에게 보다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학습내용의 이해에 있어서는 

두 유형 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용 편의성의 차이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  특성으로 표될 수 

있는 텍스트 구조 악  학습내용 이해에 있어 학습자

의 정보처리유형은 텍스트 구조 악에는 향을 미치

지만 학습내용 이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 다면,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라 하

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제시한 e-Book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의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에 

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사용 편의성에 있어 체 평균이 

3.87 (SD=.69)로 나타나 체 학습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e-Book 인터페이스의 사용에 있어 체 으로 

유용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 있어 학습자의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서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 (M=3.98, SD=0.39)의 수가 언어 정보처리 유

형의 학습자 (M=3.75, SD=0.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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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평균의 차이에 한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t=-2.29, p<.05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효과크기 d=.58로 나타남으로써 

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
정보치리 
유형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
효과 
크기

전체
언어정보 40 3.75 .41

-2.29
** .58시각정보 28 3.98 .39

전체 68 3.87 .40
사용의 
용이성

언어정보 40 3.85 .63
-1.39 -

시각정보 28 4.05 .53
사용의 
만족도

언어정보 40 3.39 .75
-1.09 -

시각정보 28 3.60 .82
텍스트 
구조파악
의 용이성

언어정보 40 3.78 .64 -2.72
  ** .78

시각정보 28 4.17 .44

텍스트 
분량 
파악의 
용이성

언어정보 40 3.86 .62
-2.06
   * .51

시각정보 28 4.19 .69

학습위치
파악의 
용이성

언어정보 40 4.20 .66
  .25 -

시각정보 28 4.16 .52

네비게이
션의 
용이성

언어정보 40 3.66 .67 -2.18
   ** .52

시각정보 28 4.02 .72

내용 
이해의 
편의성

언어정보 40 3.67 .58
-.79 -

시각정보 28 3.78 .50

내용 
기억의 
편의성

언어정보 40 3.59 .67 -2.11
   ** .60

시각정보 28 3.86 .37
*: p<.05, **: p<.01

표 3. 학습자의 정보처리 유형에 따른 e-Book의 사용 편
의성 차이 분석

이러한 결과는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스가 학습자의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다르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제기한 e-Book 

인터페이스의 사용에 있어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

자가 보다 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에 한 구체 인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하기 하여 사용 편의성의 하 요인별로 유의

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사용 편의성

은 8개의 요인 에서 4개의 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으로는 텍스트 

구조 악의 용이성 (t=-2.72, p<.01, d=.78), 텍스트 분

량 악의 용이성 (t=-2.06, p<.05, d=.51), 네비게이션

의 용이성 ( t=-2.18, p<.05, d=.52), 그리고 내용기억의 

편의성 (t=-2.11, p<.05, d=.60)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들이 하이퍼텍스트 정

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스 환경을 보다 정

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 학습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편의성의 요
인 및 학습자 정보처리유형 집단의 판별분석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

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텍스트 구조 악 역에서 시

각  정보처리자가 언어  정보처리자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면, 이러한 차이에 있어 시각  정

보처리자에게 어떠한 e-Book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의

성 요인이 향을 미쳤는지에 해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시각  정보처리자에게 향을 미치는 사용 편의성 

요인에 한 회귀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1, 27)=10.38, p<.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요인의 설명력 R
2=0.29(adj. R2=0.26)로 나타났

다. 이를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

치 악의 용이성 요인(B=3.87, β=0.53)이 p<.01 수

에서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학업성취도(텍스트 구조파악)에 있어 시각적 정보처리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용 편의성요인(사례수=28)

사용 
편의성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p

B 표 오차

학습위치
파악의 
용이성

3.87 1.20 .53 3.22 0.00

R2=0.29 (adj. R2=0.26), F(1, 27)=10.3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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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학

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른 집단 간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한 타당화 검증으로써 별분석을 

실시하 다. 별분석결과, 언어  정보처리자 유형의 

집단분류가 80%, 시각  정보처리자 유형의 집단분류

가 78.6%로 이루어졌으며, 체 으로는 79.4%가 정확

하게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학습

자의 정보처리유형 분류가 보다 타당하 으며, 이에 따

른 집단 간 차이분석  회귀분석 결과가 신뢰롭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를 제시한 e-Book 

인터페이스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따

른 학습자의 학업성취도(텍스트 구조 악, 학습내용 이

해)  사용 편의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텍스트 구조 악에 있어 시

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들이 언어 정보처리 학습자

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편의성의 8개 요인  

4개 요인에 있어서도 보다 정 으로 반응하 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

페이스 학습환경은 텍스트 구조 악에 있어서는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보다 유의미하다는 것

이다. 특히, 사용 편의성 요인 에서 ‘학습 치 악의 

용이성’ 요인이 텍스트 구조 악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체 인 하이퍼텍

스트 구조 속에서 학습자 자신이 어디에 치해 있는지

에 한 거시  치정보의 악은 하이퍼텍스트의 

후 맥락에 한 의미  연결 계를 자연 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신모형(mental model)의 형성을 도왔기 때문

에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보다 정 으

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에 해 진성

희(2009)[14]와 한안나(2006, 2008)[15][16]는 하이퍼텍

스트 정보구조의 효과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는데, 체 인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의 시각  제시

는 인간으로 하여  텍스트의 의미  연결에 한 개념

과 속성에 한 패턴을 재구조하여 자신만의 정신모형

을 형성하기 때문에 체 인 텍스트 구조를 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퍼텍스트

의 정보구조 속에서 학습 치에 한 정보의 제시가 시

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에게 보다 유의미하게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

터페이스 학습환경이 실제 인 학습효과로 표되는 

학습내용 이해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 간

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Book

은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언어 으로 표상된 텍

스트 구조 한 직 으로 악 가능하게 동시에 제공

되기도 하 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가시 으

로 드러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시각  정보처리자에

게 보다 학습내용의 이해를 진시킬 것이라는 측 가

능한 가설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자들이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에 있어 동일한 자극에 한 정보처리를 하는데 있어 

교차채 표상(cross-channel representation)을 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33][37].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시각 정보처리 유형이나 언어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

의 경우 시각채 을 통해서 텍스트 구조의 이미지 정보

가 들어가 텍스트 구조 악  학습내용 이해를 해 

활용되기도 하지만, 언어  정보 한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가 동시에 교차 표상

됨으로써 텍스트 구조 악과 학습내용 이해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습내용 이

해를 해서는 텍스트가 내포하는 있는 체 인 의미

를 종합 으로 악하여야 하는데, 이때 학습자의 언어

 이해 능력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내용 이해에 있어서는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

자와 언어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내용에 있어서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인지  

정보처리능력으로써 언어  정보처리자가 시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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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가 제시된 e-Book 인터페이

스의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시각  정보처리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보다 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일반 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 편의성은 학

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다[2][12][36][42].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텍스트 구조 악에만 사용 편의성이 향을 미

쳤을 뿐 학습내용의 이해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편의성의 요인  

‘학습 치 악의 용이성’ 요인만이 텍스트 구조 악에 

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시각  제시는 인지  측면보

다는 텍스트 구조가 숨겨져 있는 하이퍼텍스트 학습환

경에서 학습자의 사용 편의성을 보다 효과 으로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사용 편

의성에 있어서도 시각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가 언

어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보다 4개의 요인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용 편의성의 체 인 수

를 두고 볼 때, 시각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뿐만 아

니라 언어  정보처리유형의 학습자들의 수 한 상

당히 높다는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e-Book 인터페이스는 학습자의 정보처리유형에 상

없이 일반  학습자들에게 모두 정 으로 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의 시각  제시는 디지

털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인지  

정보처리의 도와주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의 사용 편의

성을 보다 진시키는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e-book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패

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첨단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디지털 텍스트를 교육 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첨단 기기들의 공통

인 특성은 제한 인 디스 이 공간에 정보를 효율

으로 제시하기 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략을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학습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디스 이 공간에 학습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인가로 귀결될 수 있다. 

효과 인 학습내용의 제시방식은 학습자들의 인지정보

처리를 효율 으로 도와 으로써 학습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인간의 시각  

정보처리 능력을 고려하고 이러한 능력을 최 정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설계 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e-Book 인터페이

스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이 제시되는 다양한 디지털 매

체의 인터페이스 설계와 개발에 한 경험  결과의 

석을 제공하 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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