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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모바일 환경의 새로운 형태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교육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점차 그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3].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됨

에 따라 등장한 학습 방법으로, 현재까지 출시된 학

습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콘텐츠를 살

펴보면 학습 내용의 구분 없이 매우 다양한 콘텐츠가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학습은 이동 가능

한 학습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분야 

보다는 단순하고 단발성을 띄는 학습내용에 적합하

다[1, 4]. 외국어 어휘 학습은 학습 내용의 특성상 단

순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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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학습을 위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는 모바일 학습의 

특성을 잘 활용한 학습 형태라고 볼 수 있다.

Schmitt(2000)는 어휘 학습 방법을 어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기억하게 하는 명시적 학습과 

어휘의 뜻을 이야기 또는 상황의 흐름 안에서 유추하

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암시적 학습으로 정의한 바 

있다[5]. 멀티미디어 학습이 등장한 이후로는 명시적 

학습과 암시적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텍스트와 더불

어 다양한 시각 자료들이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 시

각자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경우 학습 동기 부여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캐릭

터의 움직임을 통해 특정 상황이나 맥락을 효율적으

로 전달할 수 있고 학습자와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이 있다[6-10]. 뿐만 아

니라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좁은 화면에서도 표현과 전달이 용이한 특성이 있어,

모바일 학습 앱 내의 활용이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국어 어휘 학습 방법에 따른 효과와 적용

방법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

바일 학습의 경우에는 학습 콘텐츠들이 명시적 학습

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학습 방법을 고려한 

학습 콘텐츠 설계 및 개발에 대한 기반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모바일 외국어 어휘 학습 앱의 효과를 시선 추

적을 통한 학습인지, 평가와 설문을 통한 학습 평가 

및 학습 만족도를 통해 살펴보고, 모바일 외국어 학

습 앱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

고, 4장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모바일 외국

어 어휘 학습 앱의 효과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문헌 연구

2.1 외국어 어휘 학습과 모바일 학습

외국어 학습법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어휘 학습 방법에 

관하여 Schmitt(2000)는 명시적 학습과 암시적 학습

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5]. 명시적 학습은 어휘의 뜻

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기

억도록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암시적 

학습은 어휘가 활용된 맥락을 학습자에게 노출시켜 

간접적으로 어휘의 의미와 활용을 유추하여 기억하

도록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각 학습법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우선, 명시적 학습은 단시간에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두드러진

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좋은 만큼 

학습의 깊이가 부족해,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된 어휘

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어휘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장

을 스스로 구성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암시적 학습은 상대적으로 학습의 깊이가 있

어 적절한 어휘의 활용과 세밀한 의미의 인지를 돕는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명시적 학습에 비해 학습

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되며 사용

자의 생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기가 되어가면서 

이를 활용한 모바일 학습도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학습의 특성에 적합한 외국어 어휘 학습 앱은 기존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명시적 학습법

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는 대체로 

모바일 어휘 학습 앱의 목표가 어휘 학습의 효율성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문의 텍스트를 활용하는 암시

적 학습 방법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는 가독성과 

집중을 높이는 것에 한계점이 많다. 기존의 컴퓨터 

기반의 멀티미디어학습 또는 종이책 기반 학습에 비

해 디스플레이가 작아,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1, 7]. 모바일 영

어 어휘 학습에서 어휘의 활용과 맥락을 학습하는 

암시적 학습 방법보다 명시적 학습 방법을 적용한 

콘텐츠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한편, 어휘 학습에서 학습자의 집중력을 모으고, 흥

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시각자료를 활용하

여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학습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어휘 학습이 학습 측면에서 효율성은 있으나 

효과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즉, 모바일 디바이스

의 디스플레이 크기의 한계 내에서 효과적인 모바일 

외국어 어휘 학습을 위해 명시적 학습법 외에도 암시

적 학습의 장점을 접목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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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2.2 학습 보조 시각 자료와 캐릭터 애니메이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학

습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텍스트 외에도 텍스트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 자료들이 있다. 학습 시 시각 자료를 활

용하는 이유에 대해 Rieber(2005)는 학습에 대한 주

의 집중을 높일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

현할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반복 훈련이 가능함에 

있다고 보았다[12].

학습 내용 보조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 자료

가 활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가

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진 또는 그림 형태의 시각자

료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8-10]. 우선, 캐릭터 애

니메이션에 사용되는 캐릭터는 외형에서부터 시각

적 즐거움을 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캐릭터를 학습

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장식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활용은 학습에 대한 

흥미 유도 면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특

정 상황을 연출하고 감정을 동반한 표현이 가능함으

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

와 캐릭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에 대한 

깊은 인상과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11-12]. 그리고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

메이션은 특정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

다. 따라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좁은 스마트폰 디스

플레이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 내용을 위한 구성 및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명시적 학습의 틀을 벗어나 

암시적 학습에서 텍스트를 대체한 설계에 활용될 수 

있어, 현재 모바일 어휘 학습의 한계점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만 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기존 모바일 어휘 학습 앱

의 주 사용자 층인 남녀 20-30대 중 교육기관에서 

보편적인 중급 영어 수준으로 분류되는 TOEIC

550-750점에 상응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아이트래킹 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S대학 교내외에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1차 총 50명을 모집하여 본 연구 조건에 

맞는 연구 대상으로 2차 스크리닝을 통해 총 40명을 

2개 집단에 임의 배정하였다. 2개 집단은 각각 영어 

어휘를 모바일 앱을 통해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텍스

트로 학습하는 집단(A)과 영어 어휘를 모바일 앱을 

통해 텍스트 기반으로만 학습하는 집단(B)이다. 학

습 전 학습 난이도 조사 및 독립표본 t검증(Inde-

pendent t-test)을 실시하여 실험집단(A)과 통제집

단(B)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3.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활용을 통한 모바일 

외국어 어휘 학습 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어휘 학습을 모바일 앱을 통해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는 집단(A)과 텍스트 기반으로

만 학습하는 집단(B)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

다. 연구 기간은 2018년 6월 19일 부터 7월 17일 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학습 중의 학습 인지 분석(Learning

Cognition), 학습 후의 학습 결과(Learning Out-

comes)와 학습 만족도(Learning Satisfaction) 평가 

순으로 시행하였다. 첫째, 학습 인지 분석을 위해 아

이트래킹을 활용하여, 학습 화면의 구역별 처음 응시

하기까지 걸린 시간, 구역별 응시 횟수 및 구역별 총 

응시 기간을 측정하였다. 둘째, 학습 결과 분석은 학

습 후에 시험을 실시하여, 단순 기억을 측정하는 기

억력 평가, 응용력을 평가하는 매칭 평가와 이해도를 

측정하는 변환 평가를 하였다. 셋째, 학습 만족도 분

석을 위해서는 학습 앱에 대한 학습 도움 정도,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 흥미 유발에 대한 학습자 자가 설

문 평가로 실시하였고 이는 Fig. 1과 같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어 어휘를 모바일 앱을 통해 캐

릭터 애니메이션과 텍스트로 학습하는 집단(A)과 텍

스트 기반으로 학습하는 집단(B)에게 각각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의 모바일 외국어 어휘 학습 앱과 

텍스트 기반 모바일 외국어 어휘 학습 앱을 제공하였

다.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된 앱은 본 연구를 위해 조

작 및 개발된 앱으로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어휘 40개에 관한 학습 내용을 제공받도록 하였다.

학습 내용 구성을 위해 어휘는 Cambridge Unive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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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의 Vocabulary in Use Upper Intermediate에서 발

췌하였고, 어휘의 의미는 Longman Dictionary에서 

발췌하였으며, 예문은 Corpus에서 발췌하였다.

Fig. 2는 동일한 학습내용에 대해 캐릭터 애니메

이션 기반 학습 집단(A)에게 제공된 화면(a)과 텍스

트 기반 학습 집단(B)에게 제공된 화면(b)을 비교하

여 일부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며 실험을 위해 지정한 

두 개의 영역을 각 화면마다 임의의 선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각 화면은 구역1과 구역 2로 2개 구역

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구역1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집단(A)에게 제공한 앱 화면의 경우, 단어

의 상황을 나타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

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 학습 집단(B)

에게 제공한 앱 화면에서는 기존 명시적 학습인 모바

일 어휘 학습 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어휘의 뜻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구역 2는  

간략한 예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학습인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시선 추적 

도구는 Fig. 3의 (a)와 같이 Tobii 사의 Tobii Pro

Glasses 2로,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아이트래커이다.

아이트레커는 1차적으로는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를 보여주고, 2차적으로는 녹화된 사용자의 시각 행

동 분석을 통해 다양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Fig.

3의 (b)는 실제 Tobii Pro Glasses 2로 녹화된 화면과 

설정된 실험 영역 내에서 시선의 초점과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Tobii Glasses Anlayzer S/W를 통해 

작업하는 화면 일부이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Fig. 1. Research Framework.

(a) (b)

Fig. 2. Application screen for Learning. (a) Experimental 

Group, (b) Control Group. 

(a) (b)

Fig. 3. Application screen for learning. (a) Tobii Pro Glasses 2, (b) Tobii Pro Glasses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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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인지 관련 자료는 학습 시 시선 추적 결과를 

Tobii Pro Glasses를 통해 수집하고, Tobii Glasses

Anlayzer를 통해 분석하였다. 학습 시 시선 추적 결

과의 분석은 각 집단별 제공된 학습 앱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한 구역별로 나누어 히트맵과 독립표본 t검

증(Independent t-test)을 통해 비교하였다. 학습 결

과 자료는 총 40개의 평가 문항을 통해 시험을 본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학습 만족도는 총 6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t-test)을 통해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

반 학습 집단(A)과 텍스트 기반 학습 집단(B) 간의 

학습 인지, 학습 결과 및 학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

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학습 인지 시선 추적 결과

학습 인지 시선 추적 결과는 학습할 어휘가 애니

메이션 또는 텍스트 설명으로 나타나는 영역(구역1)

과 학습할 어휘의 예문이 동일한 텍스트로 나타나는 

영역(구역2), 두 개로 나누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A)과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B)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해당 구역을 처

음 응시하기까지 걸린 시간(Time To First Fixation:

TTFF)은 구역1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

습 그룹(M=0.67, 초)이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M=

0.41, 초)보다 길었으나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역2에서는 캐릭터 애

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M=0.23, 초)이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M=2.12, 초) 보다 짧았으며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둘째, 구역에 따른 응시 횟수(Visit

Count: VC)는 구역1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M=764.68, 회)이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

(M=546.65, 회) 보다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구역2에서는 애니메이션 학습 그룹

(M=912.58, 회)이 텍스트 학습 그룹(M=461.47, 회)

보다 응시 횟수가 많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셋째, 구역에 따른 총 응시 기간(Total Fixation

Duration: TFD)은 구역1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M=199.47, 초)이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M=194.11, 초) 보다 길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역2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M=139.94, 초)이 텍스트 학습 그룹

(M=78.52, 초) 보다 응시 기간이 길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 4는 학습 인지를 확인하는 시각 행동을 아이

트래킹 히트맵으로 추출한 것이다. 캐릭터 애니메이

션 기반 학습 그룹(B)의 경우 학습자가 화면을 응시

한 횟수가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영역(구역1)과 예

문이 나타나는 영역(구역2)에 고른 분포로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텍스트 기반 학습자 그룹(B)의 화면 응

Table 1. The Result of Eye Tracking on Learning Cogni-

tion

Variable Group N M SD t

TTFF1
A 19 0.67 1.04

0.845
B 17 0.41 0.76

TTFF2
A 19 0.23 0.35

-2.298*
B 17 2.12 3.57

VC1
A 19 764.68 410.37

1.850
B 17 546.65 274.60

VC2
A 19 912.58 395.92

3.996**
B 17 461.47 258.06

TFD1
A 19 199.47 87.58

0.159
B 17 194.11 113.76

TFD2
A 19 139.94 71.33

2.708**
B 17 78.52 63.88

*p<0.05, **p<0.005

(a) (b)

Fig. 4. Eye Tracking Heat Map for Visit Count. (a) Ex-

perimental Group (b)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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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횟수는 어휘의 뜻이 텍스트로 주어진 영역(구역1)

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학습 평가 결과

학습 평가는 기억력 평가, 매칭 평가, 변환 평가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매칭 평가와 변

환 평가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

(A)과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B)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기억력 평가에서는 캐릭

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M=16.21)이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M=14.59)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3 학습 만족도 설문 결과

학습 만족도 설문은 학습 도움, 학습 동기 유발,

학습 흥미 유발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세 가지 모두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

(A)이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B)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학습 도움 정도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M=5.82)과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

(M=5.56)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에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 흥미 유발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그룹(A)과 텍스트 기반 학습 

그룹(B)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다.

4.4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모바일 외

국어 단어 학습 앱의 효과를 학습 인지, 학습 평가 

및 학습 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이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학습인지 처리 

과정에 대한 측정 결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

습설계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설계로 이루어진 구역 

1에서는 그룹 간에 학습 인지면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하지만, 두 개 그룹에 공통적으로 제공된 텍스

트 예문 영역인 구역 2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

반 학습이 첫 응시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고, 응시를 

많이 하였으며, 총 응시기간도 길었다. 이는 학습평

가에서 기억력 평가 결과가 높은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자들의 위와 같은 

시선의 움직임은 학습인지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

다. 실험집단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학습 자료가 

실제로 애니메이션 보다는 애니메이션 하단에 제공

되는 예문 인지에 좋고, 이는 학습결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모바일 학습에서 중요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학습이 향상되

었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저학력 학생들을 제외

하고는 학습 관련 정보에 대한 응시 횟수가 많으며,

응시 기간이 길면 정보처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 학습효과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Ozcelik et

al.(2009)의 연구결과로도 지지될 수 있다[8].

또한, 학습 결과를 나타내는 학습 후 평가에서 캐

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설계가 기억력에 효과적이고,

학습 만족도 평가에서도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 흥미 

유발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습이 학습 동기 

유발과 흥미 유발은 물론 캐릭터와 학습자의 상호작

용으로 깊은 인상을 통해 기억력 측면에서 효과적이

라는 연구 결과[8-10, 13-15]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시각, 청각 미디어와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

이션 학습자료가 기억력에 효과적이라는 Ozcelik et

al.(2010)의 연구결과[10], Boucheix, and Lowe(2010)

의 캐릭터 디자인 기반의 애니메이션이 학습 동기와 

Table 2. The Result of Learning Outcomes

Variable Group N M SD t

Retention
A 19 16.21 0.79

-3.562**
B 17 14.59 1.80

Matching
A 19 3.00 1.60

1.070
B 17 3.59 1.70

Transfer
A 19 6.63 0.83

1.089
B 17 6.88 0.49

*p<0.05, **p<0.005

Table 3. The Result of Learning Satisfaction

Variable Group N M SD t

Help
A 19 5.82 0.73

-0.956
B 17 5.56 0.88

Motivation
A 19 5.74 0.99

-2.470*
B 17 4.85 1.16

Interest
A 19 5.92 0.73

-2.005*
B 17 5.32 1.04

*p<0.05,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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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유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9], 스

마트폰 앱을 이용한 어휘학습이 학습의 동기 및 흥미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민지영과 이은주(2018)의 연구

결과로도[14] 지지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모바일 외

국어 어휘 학습 앱의 효과를 살펴보고 모바일 외국어 

학습 앱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외국어 어휘 학습을 위한 앱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설계한 앱과 텍스트를 기반

으로 설계한 앱 등 두 가지로 제작하여 중급의 외국

어(영어) 실력을 가진 두 그룹의 학습자에게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외국어 어휘 학습 앱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

로 설계한 앱이 학습 인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학습인지에 효과적이었으며,

학습 결과 측면에서는 기억력 평가에서 가장 효과적

이었고, 학습 흥미 유발과 동기 유발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학

습이 학습 동기 유발과 흥미 유발은 물론 캐릭터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깊은 인상을 통해 기억력 측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외국어 어휘 학습 

시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학습 내용을 나타내는 방

식이 기존의 텍스트만으로 학습 내용을 나타내는 방

식보다 학습 인지, 학습 결과와 만족도 부분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모바일 어휘학습 앱이 대부분 명시적 학습에 치우쳐

져 있는 상황에서 캐릭터애니메이션을 암시적 학습

의 형태로 모바일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

습에 효과적이다. 이는 모바일 어휘학습 앱 설계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바일 어휘 학습 앱의 

주 사용자층인 20-30대 남녀 중 교육기관에서 보편

적인 중급 영어 수준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앱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였기에 향후 다양

한 수준의 연령층을 위한 앱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

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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