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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러닝에 있어서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 학습효과를 학습동기 유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또한, 연구결과

를 통하여 이러닝 환경에서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법이 활발히 차용될 수 있는 

시작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습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긍정적인 

역할은 이미 검증되어왔으며, 현재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학습효과를 높이는 

스토리텔링의 공연적 차원을 포착한 비디오, 참여적인 역동적 형태의 기술을 

통한 디지털스토리텔링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턱에 와 있다.  이러닝과 스토

리텔링 간의 큰 그림 안에서, 본 연구는 개별 과목의 지식을 전달하기에 적

합한 실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얻어

지는 학습효과를 설문을 통하여 검증한다. 설문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발견을 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이러닝 학습자료에 디지털 스토

리텔링 기법이 쓰일 때 보다 많이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것은 ARCS 이론

의 4 카테고리-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분야에서 SPSS 10.0 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빈도 및 T-Test 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이 쓰일 때 

모두 고르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으로써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본 연

구의 남은 과제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실제 재현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을 계속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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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대상 
1.1. 스토리텔링과 정보전달 

본고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이러닝에서 대상지식

의 효과적인 전달, 이해 및 응용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통하여 검증 하

는 과정을 거쳐, 온라인 대학 교안개발에 스토리

텔링 기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을 제시하는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은 “ 독자적으로 오래되고 풍부한 역

사(Wetzel,  Neal 2003 재인용)와 함께 “ 교육의  

기본적인 형태 (Pederson, 1995, ,  Neal 2003 

재인용)” 로 인정되고 있으며 교실수업에서 스토

리텔링이 좋은 기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 

 

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융통성, 분산성을 존재의 특성으로 삼는 

이러닝 상(Neal 2003)에서 스토리텔링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

지 못하다.  사실상, 학습자가 온라인 상에서 동

시 synchronous, 혹은 비동시 asynchronous 적인 

학습 모델에 접속하여 만나는 온라인 교안은 공연

적인 특성이 중요한 스토리텔링 기법이 전달되기 

어려운 차갑고, 개인적인 ‘ 인간-기계’  환경으로 

떠오른다.  이에 이러닝에서 스토리텔링기법이 가

지는 학습효과 연구를 위하여 본고가 주시하는 것

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이러닝의 특성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기법  

개발 필요성의 이론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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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이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테크닉의 학습효과 검증이 그것이다. 

 

1.2. 디지털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가장 오래 전부터 자신의 

아는 바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해 온 

대화방식으로서, 정보사회 가장 중요한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다시 각광 받고 있다. 

(김미정 2003) 그렇다면 왜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이 다시 문제되는 

것인가? 이는 PC 의 발명보다 우리의 문명이 더 

크게 빚지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PC-즉, 인터넷-

와, 이러한 인터넷이 월드 와이드 웹의 시작과 

함께 문자중심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진화 

하면서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는 

전세계를 공간으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따라서, 웹 기반 환경에서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디지털매체를 통하여 

인간의 인지적 논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 디지털 스토리텔링’ 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특성으로서는 1)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각의 활용 2)상호작용성 3)네트워크 및 

연결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경험을 창조할 

수 있도록 보다 사용자 참여적이고 친근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분야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의 도구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미디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교육적인 도구로서 활발하게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2.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이러닝 

본 고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란 특정한 목적에 다

가가기 위하여 “ 아는 것” 을 부가가치가 있는 이

야기로 말하는 방식이라고 스스로 정의한다. (김미

정 1)  더불어 이러닝이란 “ 웹 기반 교육에서 시

작된 것으로 웹의 자원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

용하여 기존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개방성

openness,융통성 flexibility, 분산성 dispersability

을 가진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으로 

정리한 칸 Khan 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Khan 

2004, 11)  그러나, 이러닝 교안이라는 것이 교실

에서의 교육과는 매우 다르며, 지식을 종이 대신

화면상에 옮겨놓은 듯한 매체교환의 방식으로 시

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의 실제에서 학습자들은 자칫 공연적인 특성

으로 볼 수 있는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대화 및 교

류 대신, 지식이 도서관식으로 나열된 ‘ 인간-기

계’  환경에서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오

프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친숙한 다양한 스토

리를 적용하거나, 기법의 공연적인 속성을 살림으

로서 교육에서 정보습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검증된 바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

(Neal 2003, 2)의 이러닝 환경에의 적용을 고려하

게 된다.  기존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온라인 및 

디지털이라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러

닝 환경에서도 계속 유효한지, 혹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학습자가 학습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

사이다. 

 

2.1. 기존 이러닝 교안의 문제점 

이러닝의 성공요소로서 1. 체계적인 학습의 기

획, 설계, 개발, 평가, 실행 만족 2. 이러닝 준거 

체제인 개방성, 융통성, 분산성 만족 3.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 만족(Khan, 2004. 3-4)이 제시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러닝 교안은 교수자

와 학습자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디지털 매체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

는 지식들의 평면적 나열 및 도서관식의 정보제공

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몇 가

지 기존 이러닝 교안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즉, 

기존 교안 제작은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1 차적 

목표로 했다면,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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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동을 통한 지식의 자기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러닝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러닝 전문가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지

식의 종류를 이미 구조화 된 것, 비구조화 된 것

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성격에 따라 전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Khan, 2004. 3-4) 특

히, Piaget & Vygotsky 의 구성주의 교육 주창 이

후 커리큘럼, 학습상황 등의 전달방식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학습자 중

심 self-authorship 이론이 제기된 지 오래이다. 

(Kwon  73-75)  

 

2.1.1 텍스트 중심의 교육 컨텐츠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뚜

렷이 존재하지 않지만, 필자는 온라인 교육 컨텐

츠의 아이덴티티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 O 사이버 

대학교의 전공 및 교양과정을 대상으로 1. 실습을 

위한 교과목 2. 개념전달을 위한 교과목으로 구분

한 바 있다.(김미정, 황정혜, 98) 1 대부분의 개념

전달중심 과목은 해당분야의 연구사 및 정의전달

로, 텍스트 중심의 해당 지식의 도서관식 나열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이러닝 교안의 평균

적인 방식은 HTML 혹은 PPT로 텍스트 중심으

로 제작되며,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사의  

동영상 클립이 대부분 함께 제공되나, 동영상 클

립은 학습자가 참고할 부분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

방향성 미디어로서 효율성 및 집중력 향상에 최적

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이러닝 교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차후 개선의 여지를 드러낸다. 

1) 이러닝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격리된 학습자가 

화면상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을 받아들여

                                                           
1 모든 교과목은 대부분 실습과 개념전달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특성상 실습중심과 개념전달 중심

으로 교과목을 기본적으로 이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습을 

위한 교과목에는 <영작문 이론 및 실습>, <기초 일본어>,<통

역가이드 중국어> 등의 외국어과목과 <수지침과 생활건강

>,<2D 애니메이션>,<기초자바프로그래밍>,<웹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디자인 및 프로그램 제작 과목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개념전달을 위한 교과목으로는 <색채학>, 

<컨텐츠의 세계>, <전산개론>,<생활재테크>,<세계 영어 기행>

등 특정 분야에 관한 개념 이해가 주 내용이 되는 과목들이 

포함된다. 

야 한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물리적 

격리는 교안설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이러닝의 특성상 학습자는 어느 부분부터, 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할 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에 책임감 또는 부담감을 가진다. 

이 또한 교안설계를 통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

되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은 

‘ 사이버 기반’ 이라는 플랫폼에 기초하되 다분히 

학습자 주도 교육활동이 전제되며, 교수자의 새로

운 주요 과제란 학습자간, 다른 동료 교사간, 시

스템과 교수 및 학습자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

며 가르치는 것이므로(백영균 외, 302) 교안 자체

의 구조가 온라인 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러닝 교안 자

체의 설계 및 기술적 재현이 학습자 주도의 교육

활동 및 유기적 관계 유지에 유의미하다는 가정 

아래 디지털스토리텔링 적용이 학습효과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3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의 학습효과 검증 

다음에서 보여질 디지털스토리텔링 적용의 예들

은 Web Based Technology 에 입각하되 도서관

식 나열에 머물렀던 기존 이러닝 교안에, DB 접속, 

플래쉬 기술의 적용 등의 디지털 기술이 가미되면

서 교수자 학습자간, 혹은 학습자간, 시스템과 학

습자간의 스토리를 매개로 한 인터랙션을 가능케 

하여 기존 이러닝 교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2.3.1.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한 상황극 사용 

과목명:. ‘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변화관리기법’  

개설기관: C 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중심의 

사례를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자료를 보

여줌으로써 행학습을 진행한다. 플래시 애니메이

션을 통한 상황극 사용은 앞으로 펼쳐질 수업에 

대한 준비 및 내용요약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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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변화관리기법’  교안 스크린 샷> 

 

2.3.2. 학습자의 선수지식을 교환하는 게시판 

형태 

과목명: ‘ 정보사회와 컨텐츠산업’  개설기관: O

사이버대학교  

대부분의 사이버 강의실은 과목게시판이 제공되

고 있으나, 이번 예는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기 전에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을 각 주차 별 강의실 내 게시판에 정리

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립된 주차 마다 독립된 

학습목표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선수 지식을 같이 

수강하는 사람들과 24 시간 이내로 공유할 수 있

으므로 해서, 기존 평면적인 이러닝 교안의 문제

점으로 제기되었던  

1)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물리적 격리 때문에 공유

하기 어려웠던 선수지식의 시기적절한 공유 가능 

여부  

2) 학습자 주도의 학습에서 오는 부담감 해소를 

위한 방향 유도 가능 여부가 모두 해결될 수 있으

므로 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2.3.3. 실시간 feedback 제공 자가테스트 방식 

과목명 ‘ 프리젠테이션 기법’  개설기관: : O사이

버대학교 

강의 시작 첫 부분에서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간단하고 흥미로운 퀴즈를 학생

들이 접하게 한다. 첫 강의에서 O,X 문제의 형태

로 ‘ 프리젠테이션 기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선입

견 혹은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번 강의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방식으로 학

습자들을 유도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설문대상  

본고에서는 평면적이고도 나열식인 교안과는 구

별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이러닝 

교안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

는지 설문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설문은 30

명의 대상자(남 15, 녀 15, 23 세-31 세, 현재 이

러닝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15 명, 듣고 있지 않

은 대상 15 명)에게 온라인으로 기존 텍스트 중심

의 교안과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게시

판 형태의 스토리텔링 유도 방식, 상황극을 통한 

스토리텔링 제시 방식, 실시간 feed back 이 가능

한 자가테스트를 통한 스토리텔링 유도 방식)교안

을 접속하여 직접 경험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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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문지의 내용은 학습동기유발에 

초점을 둔 John Keller의 ARCS 이론 2 에 입각하

여 디지털스토리텔링 적용이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되

었으며, 리커트식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유발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고안되었다. 

 

3.1.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학습동기유발 측정도구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

감, 만족감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

트식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유발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909 로 척도의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유발동기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Scale Mean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주의력 8.7500 .860 

관련성 9.0833 .828 

자신감 9.1500 .777 

만족감 8.7167 .787 

Cronbach's Alpha : .909  

<표 2. 신뢰도 분석> 

 

3.2. 설문조사에 사용된 평가항목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구체적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평 가 항 목 

A. 기존  

텍스트 

중심  

컨텐츠 

B. 스토

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 

1. 나의 주의력을 유발시켜 주었

는가? 

Attrntion(주의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관련성(친밀감 및 의욕)을 유

발시켰는가? 

Relevance(관련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Keller가 개발한 학습 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ARCS 모형이다. ARCS는 동기를 위한 네

가지 주요 조건을 말하는 약어로서, 주의력(Attention), 관련

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이

다.( Smith,P.L외, <교수설계이론의 탐>, 원미사, 2002,P515) 

3.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주었는가?  Confidence(자

신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

감(만족)이 증대 되었는가?  

Satisfaction(만족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표 1. 설문지 상의 평가항목 > 

-설문지- 

본 설문지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이러닝에서의 교

육 효과와 어떻게 연관 되는지를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주어진 두 가지 교안을 비교하

면서 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매우 부정 /  ②부정 /  ③ 보통 /  ④긍정 /  

⑤매우 긍정 

 

4. 결과 및 분석 

■ 컨텐츠 유형에 따른 학습유발동기의 빈도분석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 
학습유발동기 

N(%) N(%) 

매우 

부정 
8(26.7) 0(0) 

부정 21(70.0) 0(0) 

보통 1(3.3) 1(3.3) 

긍정 0(0) 12(40.0) 

주의력

매우 

긍정 
0(0) 17(56.7) 

매우 

부정 
8(26.7) 0(0) 

부정 21(70.0) 0(0) 

보통 1(3.3) 8(26.7) 

긍정 0(0) 18(60.0) 

관련성

매우 

긍정 
0(0) 4(13.3) 

매우 

부정 
4(13.3) 0(0) 

부정 21(70.0) 0(0) 

보통 5(16.7) 17(56.7) 

긍정 0(0) 12(40.0) 

자신감

매우 

긍정 
0(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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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정 
4(13.3) 0(0) 

부정 17(56.7) 0(0) 

보통 9(30.0) 4(13.3) 

긍정 0(0) 16(53.3) 

만족감 

매우 

긍정 
0(0) ·10(33.3) 

컨텐츠 유형에 따라 학습동기유발을 구성하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퍼센트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의력에 있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96.7%에 달하였으나,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96.7%였다.  

관련성에 있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96.7%였으나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73.3%였다.  

자신감에 있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83.3%였으나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43.3%였다.  

만족감에 있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70.0%였으나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86.6%였다.  

즉,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테츠 보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해 

응답자들이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  컨텐츠 유형에 따른 학습동기유발의 차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 
  

M M 

T Sig.

주의력 1.7667 4.5333 
-

19.890
.000

관련성 1.7667 3.8667 
-

14.273
.000

자신감 2.0333 3.4667 -9.847 .000

만족감 2.1667 4.2000 
-

12.003
.000

학습동기유발1.9333 4.0167 
-

29.866
.000

또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학습동기유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평명적인 컨텐츠에 대한 

학습동기유발의 평균값이 1.9333 이고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학습동기유발의 

평균값은 4.0167 이었다. 이는 T 값이 -

29.866 이고 Sig.값이 .000 으로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 보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학습동기유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또한 학습동기유발을 구성하고 있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측면에 대해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 보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된 

컨텐츠가 더 놓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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