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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중부호화, 매체풍부성, 인지부하의 정도가 다른 e-러닝 콘텐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과 설명의 정보제시방식을 정보 양과 종류
에 띠라 분류한 후, 교수실재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요약 제시방식은 텍스트형과 
텍스트+그림형으로, 설명 제시방식은 음성형과 음성+영상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요약방식 중 텍스트+그림형의 교수실재감이 텍스트형보다 의의 있게 높았다. 둘째, 설명방식 중 
음성형의 학업성취도가 음성+영상형보다 의의 있게 높았다. 셋째, 요약방식과 설명방식 간에 교수실재감과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주제어 : e-러닝, e-러닝 콘텐츠 유형, 정보제시방식, 교수실재감, 학업성취도

The Effect of e-Learning Contents’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on Teach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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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learning contents with different dual-coding, media-richness, and 
cognitive-load degree on learning. To do so, after dividing summary and explanation presentation 
methods in e-learning contents according to information’s quantity and kind, the effects on teach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examined. The summary presentation method was produced 
as text type and text+illustration type and the explanation presentation method as audio type and 
audio+video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ummary method, the 
text+illustration type had significantly higher teaching presence than text type. Second, in the 
explanation method, the audio typ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udio+video type.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mmary method and explanation method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each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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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e-러닝 콘텐츠는 인터넷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학습콘텐츠로서 교수요
목, 코스웨어, 학습객체, 콘텐츠모듈, 학습커뮤니티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정보나 자료를 의미한다[1]. 
e-러닝 콘텐츠는 스마트기기와 SNS 사용의 일상
화, MOOC나 K-MOOC의 등장, 실감형 학습시스
템 등의 영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2]. 특히 
YouTube를 통한 동영상 배포 및 공유 활성화, 학
습자들의 주의집중 시간 단축, 플립드 러닝의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동영상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
다. 동영상은 학습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은 짧아
지고 포함되는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있다. 

이중부호화이론(dual-coding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 정보에 대해 두 가지의 저장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유리할 수 있다[3][4][5]. 
매체풍부성이론(media richness theory)에 따르
면 각각의 매체는 전달 가능한 정보량과 정보종
류에 차이를 지니고 있다. 매체별로 풍부성이 다
르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합한 매
체를 선택해야 하며, 지각된 매체풍부성은 학습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6][7][8]. 이중부호화 
이론과 매체풍부성 이론에 근거하여 보면, 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e-러닝 콘텐츠는 많은 정보를 함
유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지부하이론
(cognitive load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정보를 
처리할 때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식획득과 직접
적인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최소화해야 해야 한
다[8]. 

e-러닝 콘텐츠가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학습 도중 학습자의 몰입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이 실재감
(presence)이다[10]. 실재감은 개인이 어디엔가 존
재(being there)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느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를 인식
하는 인간의 지각 상태를 뜻한다[11][12][13]. 특히 

교수실재감은 e-러닝 학습자 개인의 의미 있는 학
습을 위해 학습경험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교수적 
배려에 대한 지각이라 할 수 있으며[14], 이러한 
교수실재감은 학습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5][16][17][18].

e-러닝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면대면 사이의 상
호작용에 비해 제한적인 감각경험을 제공하게 된
다.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를 비롯한 많은 e-러닝 
콘텐츠들은 경험에서의 현존감, 즉 실재감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한다. 특히 e-러닝의 결과는 교수자
와 학습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서 e-러닝 콘텐츠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교수실재감을 제공하는지가 학습 효
과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e-러닝 콘텐츠 활용 시 학습자에
게 제공되는 학습내용 요약과 설명의 제시방식을 
정보 양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교수실재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e-러닝 콘텐츠 요약과 설명의 정보제시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특정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범위를 고
려할 때, 연구결과를 전국의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학습동기, 학습스타일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
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결
과 적용 시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e-러닝 콘텐츠

e-러닝 콘텐츠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습자에
게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담은 내
용물을 말한다. 이때 학습내용은 e-러닝을 위한 별
도의 교수설계 원리나 학습 원리를 적용하고 연계
하여 텍스트, 사진, 그림, 사운드,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로 개발된 결과물을 포함
한다[19]. e-러닝 콘텐츠를 통하여 학습자는 텍스
트, 그림, 사진, 음성, 소리 등의 정보를 얻는다. 
텍스트 정보는 정보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정보가 함축적, 
개괄적으로 제시되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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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정보와 함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학습자의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19]. 교
수자의 음성은 속도, 억양, 크기와 같은 비언어적
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
션 등이 함께 제공될 때 이중부호화나 매체풍부성
이 높아져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잉여정보의 양이 높아지면서 인지부하 현상이 나타
나 학습에 방해요소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부호화, 매체풍부성, 인지부
하의 정도가 다른 e-러닝 콘텐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내
용 요약과 설명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다
른, 즉 정보제시방식이 다른 e-러닝 콘텐츠를 개발
한 후, 교수실재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학습내용 요약방식은 텍스트형과 텍스트
+그림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텍스트형은 학습
자에게 제공되는 학습내용 요약을 문자정보만을 활
용하여 개발한 유형이다. 텍스트+그림형은 학습자
에게 제공되는 학습내용 요약을 텍스트 이외에 시
각적인 사진, 그림,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를 이용
한 유형으로, 텍스트형에 비해 포함된 정보의 양과 
종류가 많은 형태이다. 학습내용 설명방식은 음성
형, 음성+영상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음성형
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교수
자의 나레이션만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음성+영상
형은 교수자의 나레이션과 함께 교수자의 영상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음성형에 비해 포함된 정보의 
양과 종류가 많은 형태이다.

2.2 교수실재감

교수실재감은 ‘교수자가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이
를 촉진시키는 수업운영을 할 때에 학습자들이 수
업에 대해 인식하는 감정’이다[20]. 교수실재감은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참여를 독려하
며[21], 학습자가 교수행위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돕는다[10][14]. 교수실재감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콘텐츠와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의 인간적
인 신뢰감까지 포함될 수 있다[22]. 학습과 관련하
여 교수실재감은 학습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된다[23][24][25]. 교수실재감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교수실재감이 학습
자의 학습효과, 만족도, 학습동기 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22][26][27][28]. 

선행연구는 e-러닝 콘텐츠 유형에 따라 교수실
재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정원
(2012)[29]은 e-러닝의 콘텐츠의 제시유형을 음성
형, 동영상형, 실습형, 커뮤니티형으로 분류하고 실
재감을 분석한 결과 교수실재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은주(2017)[30]는 교수자
의 친필 직접 진행, 교수자의 나레이션과 친필 진
행(칸아카데미형), 교수자의 나레이션과 PPT 활용
(프레젠테이션형)간 교수실재감 차이를 연구한 결
과, 교수자의 친필 직접 진행형이 칸아카데미형이
나 프레젠테이션형보다 높은 교수실재감을 보였다
고 보고한다. 고은현(2006)[14]은 교수실재감이 학
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
수실재감을 높이는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말한다.

2.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
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학습에 대한 전반
적인 효과성 인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학
습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31]. 

e-러닝 콘텐츠의 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은주(2017)[30]의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직접 진행 
및 친필, 교수자의 나레이션 및 친필, 교수자의 나
레이션과 PPT 활용의 3가지 유형 중, 교수자의 나
레이션 및 친필 콘텐츠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유형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남정현(2005)[19]의 
연구에서는 단일매체 제공 자료, 여러 매체 선택 
가능 자료, 여러 매체 제공 자료 간에 학업성취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성무
(2015)[32]의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정보제공방식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즉 e-러닝 
동영상 강의에서 전면자막 유형(설명·안내식, 탐구·
성찰식) 중 설명·안내식 전면자막 유형이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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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지역의 D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은 총 100명이었으나,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으로 작
성한 9명의 자료는 제외한 총 91명의 자료를 본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콘텐츠 유형별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콘텐츠별 참여인원

콘텐츠
참여인원

총인원 비율
남 여

텍스트형
음성형 1명 19명 20명 22%

음성+영상형 9명 13명 22명 24%

텍스트
+그림형

음성형 18명 6명 24명 26%

음성+영상형 12명 13명 25명 28%

합계 40명 51명 91명 100%

3.2 연구도구

3.2.1 e-러닝 콘텐츠

e-러닝 콘텐츠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현황’을 주
제로, 학습내용의 요약방식과 설명방식을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요약방식은 학습내용을 개조식으로 정
리한 텍스트형, 그림을 주된 정보로 하고 텍스트를 
보조로 사용한 텍스트+그림형의 두 가지로 개발하
였다. 설명방식은 교수자의 설명이 목소리로 제공
되는 음성형, 교수자의 목소리 설명과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음성+영상형의 두 가지로 개발하였다. 

<표 2> 유형별 콘텐츠

텍스트형
음성형

음성+영상형

텍스트
+그림형

음성형

음성+영상형

3.2.2 교수실재감 검사

교수실재감 검사는 Swan 등(2008)[33]의 개발도
구를 김지심(2009)[10]이 번역한 것을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3개의 문항 중 연
구내용에 적합한 10개 문항(①학습주제 인식, ②학
습목표 인식, ③학습활동 지침 인지, ④학습활동 
관련정보 인지, ⑤피드백 도움 정도, ⑥피드백 적
절성, ⑦학습참여 격려, ⑧과제 참여 격려, ⑨새로
운 개념 탐구 격려, ⑩공동체 의식)을 사용하였으
며, 하위영역은 교수설계와 조직화, 학습촉진의 문
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교수실재감의 검사의 
Cronbach’s α 계수는 .92으로 나타났다.  

3.2.3 학업성취도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는 e-러닝 콘텐츠 개발에 참여
한 교과전문가가 직접 제작하였다. 콘텐츠 내용과 
관련하여 총 9개 문항을 제작하여 사전검사, 사후
검사로 사용하였다. 객관식은 총 6개 문항으로 4지
선다형 4개(학교폭력의 ①정의, ②관점, ③유사개
념, ④특징), OX형 2개(학교폭력의 ①피해경험, ②
발생 빈도)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주관식은 총 3개 
문항으로 단답형 2개(학교폭력의 ①발생장소, ②피
해유형), 서술형 1개(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 대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3.3 연구절차

정보제시방식이 다른 e-러닝 콘텐츠를 설계·개발
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특정 교과목 
분반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3.4 분석방법

연구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e-러
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방식과 설명방식에 따른 
교수실재감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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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방식과 설
명방식이 교수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내용의 요약방식과 설명방식에 따른 교수실
재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콘텐츠 N 평균 표준편차

텍스트형

음성형 20 37.30 5.15

음성+영상형 22 38.55 4.73

전체 42 37.95 4.91

텍스트
+그림형

음성형 24 43.83 6.23

음성+영상형 25 40.32 5.57

전체 49 42.04 6.13

<표 3> 교수실재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방식과 설명방식
이 교수실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산원 SS df MS F p

요약방식 3.90 1 3.90 12.90** .001

설명방식 .29 1 .29 .96 .330

요약×설명방식 1.28 1 1.28 4.23* .043

오차 26.28 87 .30

합계 1498.96 .91

*p<.05, **p<.01, 

<표 4> 교수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표 4>를 보면, 학습내용 요약방식에 따라 교수
실재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F=12.90, 
p<.01), 설명방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96, p〉.05). 학습내용 요약방식과 설명방식 간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3, 
p<.05). 즉 텍스트형의 경우 음성+영상형 설명방식
에서, 텍스트+그림형의 경우 음성형 설명방식에서 
보다 높은 교수실재감을 보였다.

4.2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방식과 설
명방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사를 통제한 사후검사의 교정평균과 표준
오차는 <표 5>와 같다.

콘텐츠 N 교정평균 표준오차

텍스트형
음성형 20 6.54 .34

음성+영상형 22 6.46 .32

텍스트
+그림형

음성형 24 7.18 .30

음성+영상형 25 5.80 .31

<표 5> 학업성취도의 교정평균과 표준오차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방식과 설명방식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
업성취도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이원공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산원 SS df MS F p

사전 10.96 1 10.96 4.85 .053

요약방식 .004 1 .004 .002 .968

설명방식 11.59 1 11.59 5.13* .026

요약×설명방식 9.48 1 9.48 4.19* .044

오차 194.44 86 2.26

합계 4060.00 91

*p<.05

<표 6>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표 6>을 보면, 학습내용의 요약방식에 따라 학
업성취도에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F=.002, p〉.05), 설명방식에 따른 의의 있는 차이
는 나타났다(F=5.13, p<.05). 요약방식과 설명방식 
간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19, 
p<.05). 즉 학업성취도는 텍스트형과 텍스트+그림
형 모두 음성형 설명방식에서 더 높았으나, 텍스트
+그림형의 경우에 그 차이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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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다른 e-러닝 
콘텐츠의 정보제시방식이 교수실재감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e-러
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과 설명의 정보제시방식
을 다르게 구분하였다.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방식은 텍스트형과 텍스트+그림형, 설명방식은 
음성형과 음성+영상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e-러닝 콘텐츠의 요약방식이 교수실재감에 
미친 영향을 보면, e-러닝 콘텐츠의 요약방식에 따
라 교수실재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텍스트+
그림형이 텍스트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교수실재
감을 보였다. 따라서 교수자가 e-러닝 교안을 설계
할 때에는 텍스트 이외에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교수실
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둘째, e-러닝 콘텐츠의 요약방식에 따라 학업성
취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요약 자료의 
그림 유무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학습내용을 담은 매체의 유형보다는 
학습내용 그 자체를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정교화하
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셋째, e-러닝 콘텐츠의 설명방식에 따른 교수실
재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성형과 음성+영상형의 설명방식에 따라 교수실
재감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콘텐츠의 제시유형을 
음성형, 동영상형 실습형, 커뮤니티형으로 구분하
여 살펴본 결과 교수실재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최정원(2012)[2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자의 영상 유무보다는 설명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유무가 보다 교수실재감에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e-러닝 콘텐츠의 설명방식에 따라 학업성
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음성형 설명
이 음성+영상형 설명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음성으로만 이루어진 설명이 학습자의 
내용 가독성을 증가시켜 학습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사
제시 유형을 나레이션, 동영상, 캐릭터 3가지로 구

분하여 지각된 성취도를 알아본 결과, 나레이션이 
가장 높은 성취도 점수가 나타난 구한나(2006)[34]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과 설명
방식 간에 교수실재감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났다. 텍스트+그림형의 경우 음성형 설명방
식에서, 텍스트형의 경우 음성+영상형 설명방식에
서 보다 높은 교수실재감을 보였다. 학습내용 요약
방식과 설명방식에 따라 각각 교수실재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때, e-러닝 콘텐츠 설계·개발 시 
학습내용의 제시형태와 설명방식에 대한 보다 세부
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e-러닝 콘텐츠의 학습내용 요약과 설명
방식 간에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텍스트형, 
텍스트+그림형 모두 음성형 설명방식에서 보다 더 
높았으나, 텍스트+그림형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내용 요약에 포함
되는 정보의 수와 양이 많을 때에는 보다 정교한 
교수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해본다. 

첫째 e-러닝 콘텐츠의 요약방식에 따라 교수실
재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학업성취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자료의 멀티미디
어적 요소가 교수실재감과 학습결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검증・언급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텍스트+그림형의 교수실
재감이 텍스트형보다 높았다. 하지만 학업성취도에
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교수실재감이 높으면 
학습 효과도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하지만 e-러닝 콘텐츠의 학습자료를 대상으로 이
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실
제 e-러닝 콘텐츠 개발 장면에서는 e-러닝 콘텐츠
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보다는 교안의 구조화, 체계
화가 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 e-러닝 콘텐츠의 설명방식에 
따라 교수실재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업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음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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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의 설명방식보다는 음성형의 학업성취도가 높
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중부호화나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강조하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
분의 e-러닝 콘텐츠들이 교수자 영상을 콘텐츠 안
에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보가 
학습결과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실제 e-러닝 콘텐츠 개발 시에는 학습내용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보면 요약 자료가 텍스트+
그림형일 경우에는 음성형, 텍스형일 경우에는 음
성+영상형 설명방식이 교수실재감에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약방식과 설명방식이 합해
져서 이중부호화가 발생하거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형성하는 것이 교수실재감에 보다 유리했다. 그러
나 학업성취에는 텍스트+그림형, 텍스트형 모두 음
성형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 학습흥미 등의 유발・유지를 위해서는 멀티
미디어적 요소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학업성취에는 학습내용과 직접 관련
된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좋
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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