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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웹 기반 학습 상황에서 자 텍스트 문서 공간에 한 시각  이해를 돕고 네비게이션을 지원

할 수 있는 시각  조직자(visual organizer)의 구 에 한 것이다. 선행 연구된 시각  조직자의 설계원

리에 따라 시각  조직자를 개발하고 방향감 상실, 인터페이스 만족도,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지속

 이용의도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기존 웹 기반 학습 로그램에 비해 모든 면에서 정

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중심어 :∣시각적 조직자∣웹 기반 학습∣정보의 시각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a visual organizer which enables learners to support 

web navigation as well as visual understandings in the electronic document space. I developed 

a visual organizer according to design principles of visual organizer, and then analysed the effect 

of a visual organizer on the students' disorientati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ability, 

satisfaction and use intention. According to the result, using the visual organizer was more 

effect than conventional web-based instruction in view of navigation and visual understa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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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 텍스트의 양  증가에 따라 어느 때 보다도 효

과 이면서 효율 으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속도로 팽창한 웹 기반 교육에

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상당 부분은 자기 교수 인 텍스

트(self-instructional text)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보다 효율 인 설계 략이 요구된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 텍스트의 환경인 웹은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되었고, 문자 텍스트가 

가질 수 없었던 시청각  효과와 더불어 텍스트 구성자

와 이용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 텍스트는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

되기 때문에 인쇄매체가 가지는 아날로그 인 속성에 

기반을 둔 정보, 컨  책에서 느낄 수 있는 부피감, 무

게, 크기, 체 인 형태 등 콘텐츠의 범 나 양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유통되는 정보

의 양과 질에 있어서 인쇄 텍스트와는 격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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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자 텍스트가 가진 고유의 속성을 고려한 설

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표 1. 전자 텍스트의 특징

구분 자 텍스트의 특징

장점

∙정보의 압축, 저장, 검색이 용이

∙다양한 시청각적 효과

∙구성자-이용자간 상호작용 가능

∙방대한 데이터기억 및 신속한 자료처리

∙다중적 정보처리를 통한 효율성

∙하이퍼텍스트 기능

단점

∙인쇄텍스트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짐

∙페이지 전환의 불편

∙페이지의 비교, 텍스트의 검색, 인출이 어려움

∙전체 페이지 훑어보기가 어려움

∙학습생성전략(표시, 노트 등) 활용이 어려움

∙전체 정보의 구조, 노드와 링크 간의 거리와 양 파악이 어려움

∙추가적인 인지부담과 방향상실감 유발

따라서 자 텍스트의 설계를 해서는 평면 인 인

쇄물과는 다르게 표 되는 공간과 구  시스템을 고려

해야 하며 학습자의 사용 편의를 돕는 기능성, 주의 집

, 시각 인 식별 가능성, 텍스트 문서 간의 연계성 차

원에서 텍스트 요소들을 미리 효과 으로 조직하여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 략이 요구된다[10].

자 텍스트 설계를 한 다양한 처방 략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웹 상에 제시되는 

자 텍스트의 풍부한 표  가능성을 살리면서 효율

인 정보 처리를 해 인간의 지각과 시각  정보처리 

능력을 반 하여 자 텍스트에서 정보를 압축해서 제

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시각  설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생활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읽기는 단

순히 회상 과제를 수행하기 보다는 쓰인 자료를 분류하

거나 는 복잡한 텍스트에서 핵심 인 의미를 찾아내

는 것과 같은 추상(abstraction)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

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29], 특히 복잡하고 다

양한 형태의 자 텍스트 환경에서 학습과제들은 본질

으로 텍스트의 큰 맥락 즉, 거시 구조를 인지하고 사

용하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메시지의 외 인 

형태 조작을 통해 무엇이 요한가에 한 신호로 텍스

트의 거시 구조를 알려 으로써 핵심 인 정보에 보다 

집 하게 해주며 정보를 압축해서 제시할 수 있는 텍스

트 시각화 기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하이퍼미디어의 구조  특성으로 인한 한계

를 극복하고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학습공간의 이해와 

네비게이션을 돕는 방법으로는 일반 으로 맵, 공간  

메타포, 그래픽 라우 , 구조화된 목록 등 텍스트의 

외 인 형태를 조작하는 시각 보조물 사용 략이 활

용되고 있다[1]. 그러나 표 인 네비게이션 도구 의 

하나인 맵의 효과에 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

습과 방향상실을 방지하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

니다. 

한편 재까지 개발되어 온 많은 온라인 콘텐츠의 시

각화 기법들은 과학 인 연산 차에 근거하여 데이터

를 표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과학  데이

터 처리과정에 의존하는 시각화 방법은 일반 사용자들

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과 사용의 불편함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는 많은 시스

템의 모형들이 실제 이용자가 경험하는 상황을 반 하

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실이다[33]. 를 들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시함에 있어 어안  방

법(fisheye view)이나 주제 정경(themescape)을 사용하

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 않다. 이는 재의 많은 정보 

시각화 시스템들이 사용자 에서 시스템을 설계하

는 행동 유도성(affordance)
1)
을 반 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웹 환경은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할 수 있고, 

제시된 화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직

으로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하여 하이퍼

미디어 환경에서의 학습과 지식획득에 본질 으로 도

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간

에 가장 좋은 상호작용 방식을 제공해  수 있는 략

이 필요하게 된다[30]. 특히 시각 으로 잘 설계된 화면

은 화면에 제시되는 내용의 읽기와 이해를 용이하게 돕

고, 메시지 해석에 요구되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내용에 

한 학습자의 능동  몰입을 유도하며, 가장 요한 

메시지에 학습자의 주의를 집 하도록 함으로써 체제

1) 행동유도성(affordance) : 기능과 활용을 직 으로 암시해 주는 

사물의 감각  특성을 칭하는 말로써, Gibson의 생태 심리학 이

론을 집약해 주는 용어이다. 부여, 제공성, 유발성, 지원성, 행동

유도성으로 번역되거나 원어의 우리말 표기인 ‘어포던스’ 그 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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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목 을 갖는다[24].

본 연구에서는 자 텍스트 문서의 시각  개요를 제

공함으로써 용량 정보를 효율 으로 조직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시각  조직자(visual organizer)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하 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조직  

시각  표  방식은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제한된 역

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한된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읽기 활동을 개선하기 한 목 으로 

자 텍스트 문서를 나타내기 한 시각  조직자 략

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콘텐츠의 시각화 기법

자 문서의 시각화 기법에는 체 문서의 개 과 함

께 문서의 내용을 보여주는 기법, 제한된 스크린 공간 

안에서 문서의 압축된 형태를 왜곡(distortion)된 형식

으로 보여주는 방법, 문서의 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보여주는 기법 등이 있다[18][20]. 자 텍스트 문서의 

시각화 기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Overview+Detail’ 근법으로써 과 팬 기

법이 표 이며, 다른 하나는 ‘Focus+Context' 근법

으로써 왜곡 기법의 인터페이스이다[표 2].

‘Overview+detail' 인터페이스는 자세한 내용으로부

터 분리된 문서의 개 을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로써 문

서의 개 은 문서의  아웃(zoom-out)된 표상이나 문

서 페이지의 썸네일(thumbnail) 표상을 통해 보여 다

[20]. Dee-Lucas와 Larkin(1995)은 자 텍스트 문서의 

개 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용자 수행의 효과를 개선시

켜주며, 텍스트 주제의 회상에 있어서도 더 효과 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16]. 그러나  기법의 가장 큰 문제

은 한 부분을 확 했을 경우 다른 문맥상의 정보를 

다 잃어버린다는 인데, 문맥상의 정보를 잃지 않으면

서 심있는 정보를 확 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는 

‘Focus+Context’ 기법이 규모 계층 구조의 사용 편의

성과 시각화를 한 기법으로 정보 시각화 시스템에서 

많이 용되고 있으며 표 으로는 왜곡 기법의 하나

인 어안  뷰(fisheye view)를 들 수 있다. 

표 2. 온라인 콘텐츠의 시각화 기법과 특징

기법 특징

Overview

+Detail

기법

∙자세한 내용으로부터 분리된 문서의 개관을 보여주는 인터

페이스

∙전체 정보패턴을 보여주고, 구체적 정보를 동시 혹은 나중

에 보여주는 방식

∙전체 문서를 작게 배열한 후 선택한 페이지를 확대해 보여

주는 방식

∙대표기법: 줌(zoom)과 팬(pan)기능, Flip Zooming 기법

Focus

+Context

기법

∙관심있는 부분은 크게 확대,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거나 간

략히 보여주는 방식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줄 때 활용

∙전체 구조와 세부 내용을 동시에 보여줌

∙대표기법 : 왜곡 기법의 하나인 어안적 뷰(fisheye view)

온라인 콘텐츠의 시각화 기법 에서 특히 본 연구의 

목 을 해서 주목할 만한 기법으로는 'Flip Zooming' 

기법을 들 수 있다. Holmquist(1998)는 정보의 양이 많

은 경우에 체 문맥을 악하면서 동시에 특정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임의 근이 가능한 'Flip 

Zooming' 기법을 제안했다[23]. 

Flip Zooming에서는 긴 문서를 작은 세그먼트 단

인 페이지 형태로 나 었다. [그림 1][그림 2]와 같이 문

서 체를 여러 페이지로 나  후 화면상에 배열하고 

그  하나의 페이지를 선택하면 그 페이지는 읽기 쉬

운 크기로 확 되어 나타난다. 다른 페이지를 선택하면 

그 페이지 역시 확 되고 이 의 페이지는 축소되어 원

래의 치에 재배열된다.

그림 1. Flip Zooming 기법을 활용한 The Digital    

  Variants Browser(Bjork & Holmquis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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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lip Zooming 기법을 활용한 Zoom

             Browser(Holmquist, 1998)

이처럼 온라인 콘텐츠의 시각화를 해 제안된 인터

페이스는 공통 으로 문서의 요한 부분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요한 부분이란 ‘문서의 구조  

속성’, ‘ 재 보여지는 페이지’, ‘문서를 회상하기 해 

사용되는 용어와 문서의 섹션 사이의 유사성’ 등을 의

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 텍스트의 시각화에서

는 자 텍스트 문서의 타이틀, 헤딩, 키워드, 요 문장

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선택

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하 다[13][34]. 

2. 항해보조도구

웹 기반의 자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하든 인쇄 매체

인 책을 통해 학습하든 학습자는 그들이 얼마나 학습했

고 어느 정도 더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책

과 같은 인쇄자료에서는 쉽게 어느 정도의 페이지가 읽

졌고 어느 정도 더 학습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

지만, 컴퓨터에 의해 제시되는 텍스트는 어느 정도 학

습했고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것이 용이하지 않

다.  책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는 실제 무게나 크기

를 보고 정보의 양을 가늠할 수 있지만, 웹 문서 공간에

서는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 나 양을 정확하게 

알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

결해 주기 해 자 텍스트에서는 소재 정보

(orientation information)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표

인 방법이 항해보조도구의 활용이다[14][35]. 

항해보조도구란 웹 정보 공간의 내용과 구조에 한 

시각화 도구로써 사용자로 하여  그들이 지  어디에 

치해 있는지 보여주고, 어떤 정보들이 활용가능한지, 

어떻게 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등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방향과 네비게이션을 한 유용한 도구이다

[40]. 항해보조 도구는 학습자로 하여  정보 구조 내의 

체 인 정보량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가의 인지구조를 반 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내용

이나 순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타 수 의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수 있다[8]. 항해보조장치에 한 연구

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방향 상실과 인지

 과부하를 해결하기 해 지식의 체 구조를 보여주

는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  지식의 구

조를 악하게 도와주거나, 이  탐색 경로를 제공함으

로써 학습자의 학습 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북마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있다. 

Gay, Trumbull와 Mazur(1991)는 학습자의 웹 사이

트 탐색을 돕기 해 개발된 다양한 항해보조도구들을 

크게 라우 형, 인덱스형, 안내형의 3가지로 유형화

하 다[19][38]. 첫째, 라우 는 학습자가 직  하이

퍼텍스트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총칭

으로, 제시되는 본문 내용을 학습하거나 학습 도  필

요한 정보를 찾기 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항

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라우 는 다시 문자 주

의 텍스트 모드와 그래픽 주의 그래픽 모드로 나 어

지는데, 그래피컬 라우 (graphical browser; visual 

organizer)는 로그램이 갖고 있는 정보의 실제 모습

과 유사한 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쉽게 필요

한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둘째, 인

덱스는 책의 뒷 부분에 제시되는 색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탐색 도구로 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 

항목들을 담은 목록을 제시하고, 이 항목들 에서 학

습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직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탐색도구이다. 학습자는 인덱스를 통해 체 내용 

가운데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보에 빠르

게 근할 수 있다.  학습자는 색인에 제공되는 목록

을 훑어 으로써 그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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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와 모양에 한 직 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안내 

정보는 ‘온라인 안내’와 ‘안내 탐색(guided tour)’으로 구

별된다. ‘온라인 안내’는 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경로를 기록한 후,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

미 탐색한 주제에 련된 다른 역들을 제시해 다. 

‘안내 탐색’은 사용자가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항해할 수 

있도록 로그램 개발자가 사 에 미리 설정해 놓은 경

로들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3. 시각적 조직자

효과 인 정보처리를 한 텍스트 시각화의 표

인 연구로는 조직자(organizer)에 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시각  조직자(visual organizer)는 구조

인 지식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시각 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각  사고를 

진하여 지식의 구성 과정을 도와 으로서 구성주의

인 교수-학습 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12].  학습

자가 장기 기억 속의 정보를 인출하는데 효과 인 회상 

단서를 제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

며, 시각 인 상징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사용을 최소화

함으로서 학습 내용을 빨리 훑어볼 수 있고 쉽게 인지

할 수 있게 한다[31]. 시각  조직자는 학습내용을 통해 

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포착하여 이를 시각 ․

공간 인 형태로 배열함으로서 내용들 간의 계성을 

표 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는 학습자의 인지과정

을 통해 정신 모델을 효과 으로 구성하고 제공하게 하

는 효과를 발휘하여, 시각  조직자에 묘사된 정보뿐만 

아니라 묘사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이해와 기억을 진

시킨다[21]. 이러한 시각  조직자는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시각 인 의사소통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더욱 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의미론 으로 구조화된 정

보”를 제공해 으로써 연결된 정보의 개 을 제시해 

주고 항해 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요한 방법이라

고 제안하고 있다[28]. 

최근에는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시각  조직자를 활

용하는 방법으로 웹이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이퍼텍스트 체의 양이나 범 를 직 이면서 시

각 인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  조직자를 개발

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5][9]. 기존의 시각  조직자들이 학습할 내용에 한 

심 개념과 하  개념들 간의 계를 도표나 선 등의 

도형을 활용하여 시각 으로 나타낸 것에 비해 이들 연

구에서 제안된 시각  조직자는 나일주(2004)의 시각 

지능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좀 더 그림에 가까운 

형태의 직 인 시각 자료로써[3], 시각  객체(visual 

objects)가 의미를 달하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

는 시각 우 의 조직자(visual dominated organizer)라

고 분류할 수 있다[32].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이버 학의 웹 기반 학습 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을 상으로 웹 네비게이션을 지원하는 시각

 조직자를 제공한 후 학습자의 방향감 상실,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인터페이스 만족도  지속  

이용의도가 시각  조직자의 제공 과 비교해서 향상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진행되었다.

1. 연구대상

표 3. 연구 대상자 분석

속성 응답 구분 빈도수(%) 속성 응답구분 빈도수(%)

성별
남 36(45.0)

컴퓨터

활용능력

상 15(18.7)

여 44(55.0) 중상 28(35.0)

연령대

20대 9(11.2) 중 24(30.0)

30대 25(31.3) 중하 10(12.5)

40대 42(52.5) 하 3(3.8)

50대 4(5.0)

사이버대학

재학기간

1~2학기 22(27.5)

인터넷 

사용

기간

1~2년 3(3.7) 3~4학기 28(35.0)

2~3년 5(6.3) 5~6학기 22(27.5)

3~4년 8(10.0)
7학기 이상 8(10.0)

4년 이상 64(80.0)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는 S 사이버 학교 평생교

육사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80명이었다. 인 인 

실험집단의 편성보다는 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연 인 학습 상황에서 연구되었다. 연구 상자의 분석

을 해 성별, 연령, 인터넷 사용 년수, 컴퓨터 활용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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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이버 학 재학기간 등을 조사하 으며, 분석결과

는 [표 3]과 같다.

2. 실험도구

2.1 웹 기반 학습 프로그램

실험용 웹 사이트는 S 사이버 학에서 개발된 동

상과 WBI가 혼합된 형태의 웹 기반 학습 로그램이

다. 모든 강의는 기본 으로 동 상과 음성자료 등을 

통한 교수자 심의 설명학습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과

목의 개요와 핵심 내용은 동 상 강의로 제공된다.  

화면에 제시된 텍스트, 그림,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혼

자서 진행하는 학습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림 3]과 같

이 반부에 애니메이션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 

내용과 련된 원리를 제시하 고, 학습내용 간 간

에 콘텐츠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클릭 이벤

트를 활용하 으며, 심화학습 내용의 제시를 통한 난이

도 조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략을 활용한 

형 인 형태의 웹 기반 학습 로그램이다.

학습주제 

확인

사례 중심 

애니메이션
학습목표제시

동영상 

강의

웹 강의

(본학습)

형성평가

문제풀이

정리 및 

요약

그림 3. 웹 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흐름도

그림 4. 동영상 학습 화면

그림 5. 텍스트 학습 화면

학습은 의 [그림 3]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화면 오

른쪽 상단의 메뉴로 학습내용에 근할 수 있고  화

면 오른쪽 하단의 “이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페이지

를 이동할 수 있다. 메뉴 간의 이동은 가능하나 한 메뉴 

내에서의 페이지 이동은 “이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페이지씩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2.2 시각적 조직자

처치 도구인 시각  조직자는 언어 인 단서 없이 시

각  객체만을 통해 자 텍스트 문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우 의 조직자(visual dominated organizer) 유형

이다[32]. 본 연구는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시각화한 형

태의 조직자가 아니라 자 텍스트 문서 집합이 가지는 

물리  구조를 시각화한 조직자 형태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각  

형태만을 가진 조직자를 통해 조직 인 정보의 검색  

습득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노드와 링크 간의 거리와 

양을 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시각  조직자의 설계

원리와 구 된 개발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원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각  조직자는 자 텍스트 문

서를 시각  추상 형태로 표 한다는 면에서 텍스트의 

의미구조를 공간 으로 표 하는 조직자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나일주와 한안나(2006)의 연구에서는 자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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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문서의 시각  추상화를 하여 시각 지능 이론을 

용한 시각  조직자의 설계 원리를 몇 가지 제안하

다[4]. 첫째, 자 텍스트 문서 공간을 시각 으로 제시

하면서 정보 공간에 한 개요를 보여  수 있는 인터

페이스를 개발하기 해서는 자 텍스트 문서를 한꺼

번에 악할 수 있도록 하는 ‘ 상물에 한 단순화’ 작

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단순화는 상물

의 “축소(reduction)”를 통해 자 텍스트 문서 집합에 

한 공간 인 감각을 부여하고 체 웹 문서에 한 

시각 인 개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2]. 둘째, 

시각  조직자의 인터페이스는 그 기능에 한 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자 텍

스트 문서에 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활용하여 외부 

상을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략을 활용하여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4]. 즉 학습자

들이 자 텍스트 문서 집합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여 

실제 공간에서 상을 직  조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공간 유추(spatial reasoning)를 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물리 으로 인식하는 세계와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4][27]. 셋째, 시각  조직자

는 하이퍼미디어 기반 환경의 특성을 최 한 살려서 다

차원 이고 복합 인 학습경로와 구조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경로와 구조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습과정에서의 이정

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4]. 시각  조직자를 통하

여 자 텍스트 문서 공간의 체 구조에 한 시각  

개요와 자 텍스트 문서 각각에 한 공간  표상을 

형성하게 하여 정보구조와 정보량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스스로 학습내용이나 순서를 결정할 수 있

는 메타 수 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나. 시각  조직자의 구

시각  조직자는 학습화면 자체를 크기만 작게 축소

시킨 형태의 추상  시각물로 구성하 으며 메인 학습

화면의 본문을 가리지 않도록 작은 이아웃으로 제공

하여 본문 창과 시각  조직자의 창을 동시에 볼 수 있

도록 구 하 다. [그림 6]에서와 같이 화면 오른쪽 하

단의 "VO" 버튼을 르면 시각  조직자의 창이 활성

화되고, 닫기를 르면 닫히게 된다. 활성화된 시각  

조직자 창의 작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

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즉, 원격 네비게이션이 가능하

도록 제작하 다.

시각적 조직자 버튼

시각적 조직자

그림 6. 시각적 조직자 기능 버튼 및 활성화된 화면

3. 실험설계 및 실험절차

이 연구는 시각  조직자 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단일집단 후검사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를 활용하 다. 이 설계는 연구의 타

당도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운 학

습 로그램이나 략을 검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6][39]. 

본 연구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학습

자들은 간고사 이 까지의 강의(1강~7강)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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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자가 포함되지 않은 로그램으로 학습하 으며, 

간고사 이후부터의 강의(9강~14강)까지는 시각  조

직자가 포함된 로그램으로 학습하 다. 사 검사는 7

강의 수강이 끝나는 시 에 진행하 고 사후검사는 14

강의 수강이 끝나는 시 에 진행하 다.

4. 측정도구

시각  조직자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는 방향감 상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인터페이스에 한 만족도, 지속  이용의

도  시각  조직자 기능의 효과에 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이다. 설문 문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방향상실감에 한 문항을 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Beasley와 Waugh(1995)이 제시한 방향상

실감 척도를 참고하여 방향상실감 척도 기 을 혼란, 

복잡함, 경로 이해, 이동방법 악, 검색 용이성,  

치 악, 탐색 어려움, 만족도 등으로 정의하고[11], 

Frick(1997)[17]이 개발한 방향상실감 련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 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은 Rogers(1995)에 따르면 신제품이 고

객에서 달해주는 가치가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하다

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37]. 즉, 신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달해  수 없었던 가

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시장

에서 빠르게 수용된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지각된 유

용성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 업무성과

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15].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을 ‘학습자가 웹 

기반 학습 사이트를 통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시각  조직자의 활

용이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

다. 측정항목은 Davis 외(1989), Huang 외(2006)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 인 학습, 학습 성과 제고, 학

습 효율성 개선, 학습내용 이해 용이 등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측정하 다[15][26]. 셋째,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은 Venkatesh(2001)에 따르면 이용자가 시스템을 편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 으며[41], 일반 으로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노력이 들지 않

을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학습자가 웹 기반 학

습 사이트의 사용이 쉽고, 별다른 노력이 들지 않을 것

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학습자들의 시각  조직자 

이용  이용방법에 한 능숙함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측정항목은 Davis 외(1989), Huang 외(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방법 학습용이, 사이트 응

용이, 인터페이스 용이, 인터페이스 융통성 지각을 포함

한 9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15][26]. 넷째, 학습자가 느

끼는 인터페이스에 한 만족도 검사도구는 Reeves와 

Harmon(1993)이 제시한 인터페이스 평정항목을 토

로[36]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 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윤지은(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7] 사이트에 

한 지속  이용의도를 묻는 문항 4개와 시각  조직

자 기능의 효과에 한 의견을 묻는 문항 9개를 추가하

여 총 4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 다. 개발된 

설문지는 교육공학 문가 3인에 의해 타당도 검증을 

하 으며, 제작된 질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와 같이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는 0.88로 나타났다.

표 4. 설문지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항목 근거
설문문항
(문항수)

Cronbach α
비고

사 사후

방향감 

상실

Beasley&Waugh(1995)

Frick(1997)
1~8(8) .88 .87

리커

르트

5점 

척도

지각된 

유용성

Davis et al(1989) 

Huang et al(2006)
9~17(9) .87 .87

지각된 

사용용이성

Davis et al.(1989)

Huang et al.(2006)

18~26

(9)
.86 .85

인터페이스 

만족도

Reeves&Harmon

(1993)

27~36

(10)
.87 .86

지속적 

이용의도
윤지은(2006)

37~40

(4)
.86 .88

시각적 조직자 기능에 대한

인지된 효과

41~49

(9)
.90

계 49 .88

5. 결과분석

방향감 상실,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인터페이

스 만족도  지속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하여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 해서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시각  조직자의 기능에 한 인지된 효과를 분

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웹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각적 조직자(Visual Organizer) 전략의 효과 289

IV. 연구결과

1. 시각적 조직자의 효과

하이퍼텍스트 공간을 체 으로 보여주며 시각 인 

네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시각  조직자의 효과

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을 

t-test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방향감 상실 측면에서 시각  조직자의 효과는 

사 검사의 평균(M=2.77, SD=.54)과 사후검사의 평균

(M=3.82, SD=.43)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t=-17.52, p<.01). 둘째, 지각된 유용성 측면에서 

시각  조직자의 효과는 사 검사의 평균(M=3.07, 

SD=.53)과 사후검사의 평균(M=4.12, SD=.56) 간에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6.01, p<.01). 

셋째, 지각된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 시각  조직자의 

효과는 사 검사의 평균(M=3.14, SD=.54)과 사후검사

의 평균(M=4.04, SD=.46)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t=-17.82, p<.01). 넷째, 인터페이스 만족

도 측면에서 시각  조직자의 효과는 사 검사의 평균

(M=2.98, SD=.51)과 사후검사의 평균(M=3.94, SD=.52)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3.59, 

p<.05). 마지막으로, 지속  이용 의도 측면에서 시각  

조직자의 효과는 사 검사의 평균(M=3.23, SD=.64)과 

사후검사의 평균(M=3.90, SD=.73) 간에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0.41, p<.01).

표 5. 시각적 조직자의 효과

     검사값

 항목

사 검사 사후검사
t df p

N M SD M SD

방향감 상실 80 2.77 .55 3.82 .43 -17.52 79 .000

지각된 

유용성
80 3.07 .53 4.12 .56 -16.01 79 .000

지각된 

사용 용이성
80 3.14 .54 4.04 .46 -17.82 79 .000

인터페이스

만족도
80 2.98 .51 3.94 .52 -13.59 79 .025

지속적 

이용의도
80 3.23 .64 3.90 .73 -10.41 79 .000

요컨  시각  조직자의 제공은 학습자들로 하여  

방향감 상실,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인터페이스

의 만족도  지속  이용 의도 측면에서 모두 제공 이

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시각적 조직자 기능에 대한 의견

시각  조직자 기능을 활용해 본 학습자들의 의견에 

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각  조직자는 체 학습 페이지를 악하는데 효

과 이라는 응답이 88.8%(그 다+매우그 다), 학습할 

페이지의 분량을 악하는데 효과 이라는 응답이 

88.8%,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페이지로 이동하는데 효

과 이라는 응답이 86.3%이었다. 웹 페이지 각각에 포

함된 텍스트의 분량을 악하는데 효과 이라는 응답

은 85.1%, 학습내용이 있는 치를 악하는데 효과

이라는 응답이 82.5%, 학습한 내용을 회상하는데 효과

이라는 응답이 72.5%이었으며, 체 학습 페이지의 

구조를 시각 으로 기억하는데 효과 이라는 응답은 

75%이었다. 시각  조직자가 반 으로 학습에 도움

이 된다는 응답은 67.5%이었으며, 반 으로 편리하

다는 응답은 88.8%이었다.

표 6. 시각적 조직자 기능에 대한 의견

      척도

 문항

인
원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전체 학습페이지

 파악
80 0(0.0) 0(0.0) 9(11.3) 47(58.8) 24(30.0)

학습할 페이지 

분량 파악
80 0(0.0) 0(0.0) 9(11.3) 50(62.5) 21(26.3)

원하는 학습페이지 

이동
80 0(0.0) 0(0.0) 11(13.8) 33(41.3) 36(45.0)

페이지내의 텍스트 

분량 파악
80 0(0.0) 4(5.0) 7(8.8) 47(58.8) 21(26.3)

학습내용의

위치 파악
80 0(0.0) 2(2.5) 12(15.0) 36(45.0) 30(37.5)

학습한 내용의 

회상
80 0(0.0) 2(2.5) 20(25.0) 40(50.0) 18(22.5)

전체 페이지 구조의 

시각적 기억
80 0(0.0) 4(5.0) 15(18.8) 46(57.5) 14(17.5)

전반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됨
80 0(0.0) 0(0.0) 26(32.5) 40(50.0) 14(17.5)

전반적으로 

편리함
80 0(0.0) 0(0.0) 9(11.3) 50(62.5) 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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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자 텍스트의 양이 증가해 나가면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 텍스트의 정보를 압축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 

고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의 시각  설계 략으로써 자 텍스트 

문서 집합을 시각 으로 압축된 방식으로 제시하는 시

각  조직자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하 다.

연구의 목 을 해 온라인 콘텐츠의 시각화 기법과 

항해보조도구  시각  조직자와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각  조직자의 설계원리를 구안하 다.  

구안된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웹 기반 학습 로그램에 

용할 수 있는 시각  조직자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각  조직자는 방향감 상실, 인터페이스 

만족도,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지속  이용의도 

측면에서 모두 효과 이라는 결과를 보 으며, 특히 

체 학습 페이지의 분량을 악하고 원하는 학습페이지

로 이동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측면에서 효과 이라는 

결과를 보 다.

자 텍스트의 문서 공간을 시각  추상 형태로 보여

주는 시각  조직자는 시각  선행 조직자(visual 

advance organizer), 체 공간 인식을 통한 심층 인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각  지식 조직자(visual 

knowledge organizer), 효과 인 네비게이션을 한 항

해보조 략(navigational aids), 시지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안내자(visual guidance)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시각  조직자는 체 문서 공간에 한 시각

 개요를 미리 제시해 으로써 새로운 역에 한 

개 이나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유용한 

정보의 선택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의 과정을 조

해 주는 선행 조직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시각

 조직자는 웹 문서 공간 체에 한 인식을 바탕으

로 텍스트의 거시 구조를 악하게 해주며, 이에 기반

하여 새로운 학습내용을 스키마나 기존 지식 구조에 통

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간  배열과 시각  단서의 

제공을 통해 심층 인 정보처리를 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시각  자극을 통한 병렬 인 정보처리

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시각  지식 조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각  조직자

는 체 웹 문서 상에서 어느 치에 있는지 소재 정보

를 제공해 주며 정보에의 원활한 근과 구성을 도와주

는 항해보조 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시각  조

직자는 정보의 표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집 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지각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자 텍스트 문서의 축소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시각  추상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시각  개요를 보여주는 역할에 더하여 언어

인 단서를 제공해 으로써 학습내용 이해에도 도움

을  수 있는 형태의 시각  조직자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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