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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이러닝 분야에서 모바일 러닝과 마이크로콘텐츠에 의해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용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마이크로러닝이 새로운 학습 형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하여 사전 문헌분석을 통해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을 정의하고 잘 갖추어진 마이크로러닝 사이트에 대하여 
특성 만족도를 실증 검증하고, 이 특성 이외에 어떤 다른 기술적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
여 제시하였으며, 이러닝의 미래기술인 학습 분석이나 성과측정 등의 기술적 기능과 향후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인 학습콘텐츠의 질적, 양적 수준, 학습콘텐츠에의 접근성, 모바
일 기기 접근성, 동기부여 및 상호작용의 모든 면에서 특성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마이크로러닝은 그 기능
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면 이러닝 분야에서 효과적인 학습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며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교육과 학습 
및 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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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learning emerging by mobile learning and 
micro-contents in the e-learning field, and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application, to see if 
micro-learning could become a new learning type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learning were defined through preliminary literature analysis, the characteristic satisfaction was 
verified in the well-equipped micro-learning site, and any other technical functions were suggested 
through expert opinion gathering. It was suggested that the future technology of e-learning should be 
linked to technical functions such as learning analysi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f micro-learning reflects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well, it will become an 
effective learning type in the e-learning field and will greatly contribute to education, learning, and 
training for the new millen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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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교육, 훈련 및 학습에 미친 영
향은 매우 크다. 더욱이 스마트 통신기기의 출현과 함께 
학습의 방법이나 유형이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식적 
학습이 비형식(informal) 또는 무형식(non-formal) 학
습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시간에 적시
(just in time)의 개별화된 학습콘텐츠를 요구하기도 한
다[1-4]. 새로운 모바일 기술과 단말기의 활용으로 다양
한 유목(nomadic) 학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학습이 마이크로러닝
이라는 학습 방법이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특성은 주의집중 시간을 짧게 하면서 본인의 요구에 따
라 핵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학습을 원한다[5, 
6].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 사항과 마이크로러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마이크로

러닝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이며,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러닝을 표방하고 있는 학습사이트가 마이크로러닝이 갖
추고 있어야만 할 특성을 잘 다루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마이크로러닝 학습 방법이 효과적으
로 학습자들의 학습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이러닝 학습 방법의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마이크로러닝을 통해 만족할 만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로러닝이 갖추어야 할 특
성 정의가 필요하였다.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학습자의 관
심과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7].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마이
크로러닝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마이크로러닝이 짧은 강의로 이루어진다고 하
여도 강의내용이 충분해야 한다. 둘째는 학습 내용이나 
콘텐츠에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 셋째는 마이크로러닝의 기본 개념인 모바일 접근성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와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러

닝 역시 이러닝의 또 다른 학습 방법이므로 학습에서 주
요한 상호작용의 편리성과 동기부여의 활용이 필요할 것
이다. 

이러한 마이크로러닝에 관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
하는 학습사이트에서 이들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
족하고 있는지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
고 마이크로러닝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성 외
에 현재 또는 미래에 이러닝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
해야 할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 의견을 종합하였다.

 
1.4 연구 모형 및 가설

마이크로러닝의 특성 만족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
해서는 마이크로러닝을 정의해야 하고, 정의한 영역과 요
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정리한 연구 모
형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선행연구 분석
2.1 마이크로러닝 개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적절한 대응과 적응을 위
해서는 생산적인 학습 도구가 필요한데, 마이크로러닝이 
이에 해당한다.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핵심 주제를 가진 에피소드 또는 클립의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닝과 유사하게 보이나, 짧은 콘
텐츠와 학습자 요구에 따른 콘텐츠의 재구성, 모바일 기
기의 활용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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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형과 미디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마이크로

러닝의 학습 시간과 콘텐츠의 크기는 대부분 짧고 작다
는 것이다. 보통 학습 시간은 5분 내외의 길이, 콘텐츠는 
대부분이 단일의 핵심 주제를 가진 에피소드 또는 단위 
모듬(clip)이다[8, 9].

2.2 마이크로러닝의 특성
2.2.1 학습 내용
마이크로러닝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콘텐츠의 유형

을 분류한 사례를 확인하면 SNS를 활용한 학습 내용배
포, 분절된 동영상, 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러닝, 모
의학습, 상호작용을 결합한 온라인 교육, 퀴즈 등을 모두 
마이크로러닝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러닝 콘
텐츠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10].

item characteristics
time relatively short, about 5 minutes

contents relatively short, but must include subject
curricula - partial lesson against full lecture

- by informal and non-formal learning
contents

type
- small episode, knowledge mass
- by technical tool

activities - collaborative and iterative
- by concentrate attention 

media - multimedia 
- by web-based tools

learning
type

- flipped learning, action learning
- by self-directed and in advance learning

Table 1. Characteristics of micro-learning contents

2.2.2 학습 접근성
인지 부하(cognitive overhead) 이론에 따르면, 인간

이 즉시 외울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지 부
하가 발생한다. 인지 부하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하여 웹 코스웨어의 노드 링크 구조에서 학습자는 자주 
길 잃음(disorientation) 현상을 겪거나 지나친 인지 부
하 때문에 학업 성취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11].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접근하고자 할 
때 적절한 안내가 없거나 복잡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인
지 부하가 발생한다. 적시학습이 중요한 마이크로러닝에
서 학습 접근성은 더욱 중요하다. 

2.2.3 모바일 접근성
마이크로러닝은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은 현대 사회

를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이므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용
자 단말기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12]. 모바일 
접근성을 단순한 하드웨어 접근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접근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환경적 요인과 같은 물리적 여건에 따라 이
러닝 구매와 이용 빈도가 다르다[13].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여부를 조절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경
우 학습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웹 기반 학습자
가 원만히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의 속도, 
안정성, 접근성, 용이성 등이 제공되어야 학습 진행에 좋
은 영향을 줄 것이다. 

사용자 만족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사용자 반응의 결
과로써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관련 있다[14]. 
사용성(usability)은 사용자가 제품을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영향들을 종합하여 시스템을 얼마나 잘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측면을 말한다[15]. 

사용성에 대하여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특정의 사용자
들이 특정 환경에서 특정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
는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족도
(degree of satisfaction)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서 느끼는 편리함이나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16]. 

2.2.4 동기부여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해 배우고자 하

는 학습 의욕을 가지고 전개하는 모든 심리적인 자세를 말
하며, 학습자의 흥미,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 학습의 지속 
등 학습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17]. 

교수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기 위해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교수의 동기부여방식이라고 한다. 학
습활동에 있어 동기부여방식은 자율성지지 동기부여방식
과 통제적 동기부여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통제
적 동기부여방식은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특정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사의 
동기부여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18].

2.2.5 상호작용
교수학습 상황에서 상호작용이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지작용을 활발하게 이끄는 쌍방적 활동을 말한
다[19]. 상호작용은 학습자 통제, 쌍방향 의사소통, 동시
성 등의 하위변수를 가지며 상호작용성의 증가가 학습 
향상을 가져오며 의사소통에서 사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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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경험과 정보 입력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빠를수
록 학습자는 학습 경험에 몰입하게 된다[19].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체에 따라 이러닝 상호작용의 유형을 학습자
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20]. 

이러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이 있다. 하나는 이러닝에서도 교수자나 학습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며[21, 22], 다른 하나는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통하여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이러닝에서 최대한 전통적 피드백과 유
사한 형태의 피드백 경험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미 
학습자의 표정 인식 시스템이나, 채팅 에이전트 시스템 
등 상당한 수준의 개인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다[23-26].

2.3 특성 만족도
학습자의 만족도란 학습자가 학습과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이면서 동시에 판
단적인 신념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27]. 학습자들은 학
습 만족도를 통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28].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 수행에 있어 유의한 효과
를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29].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닝 특성 중에서 학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학습 내용[30-33], 
동기부여[34], 상호작용[35, 36]으로 요약된다[37]. 이외
에 마이크로러닝의 두드러진 특성이 모바일과 같은 디지
털 기기의 접근성이므로 학습과 모바일 접근성이 마이크
로러닝의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마이크로러닝 특성 만족도 분석설계
3.1 연구가설 설정

선행연구를 통하여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은 학습콘텐
츠 양과 질의 수준, 학습콘텐츠에의 접근성, 모바일 도구
의 접근성, 동기부여 및 상호작용의 5가지 영역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마이크로러닝 특성의 만족도 분석을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선정하였다.

첫째, 마이크로러닝은 각 특성 영역별로 만족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각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하위 변인들에 대하여
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각 특성은 교수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교수설
계의 기본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
을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제시해야 한다[38]. 적시학습과 평가를 통한 성찰, 
학습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는[39] 반면, 학습자가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작은 덩어리로 학습콘텐츠를 
결합하는 구조로서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40]. 

3.2 평가도구의 설계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특성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하위 변인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학습콘텐츠의 양과 질에 대하여는 5분 
내외의 작은 마이크로콘텐츠, 구체적 학습 목표의 제시, 
충분한 학습 내용, 학습 후 평가 방법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학습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으로는 학습콘텐츠 접근 
용이성, 추가적인 보조 학습자료 접근성과 네비게이션의 
편의성을 선정하였다. 셋째, 모바일 단말기 접근성은 무
선환경, 안드로이드와 iOS 접근성 및 스마트 기기의 접
근성을 꼽았다. 넷째, 동기부여의 경우에는 참여자들 간
에 학습콘텐츠 및 SNS 학습추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과 학습활동에 대한 포인트 제도의 활용 등을 선정하였
다. 다섯째, 상호작용 영역에 대하여는 댓글, 실시간 채
팅, 학습에 대한 질의 및 블로그 활용 등을 선정하였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Table 2가 보여주고 있다.

domain element description

learning 
contents

micro 
contents about 5 minutes
learning 
contents enough to cover subject

learning goal enough to show learning goal 
evaluation function of evaluation

contents
accessibility

learning 
contents access to learning contents

supportive 
contents access to supportive contents

navigation navigate to learning contents

mobile
accessibility

mobile 
environment access to mobile environment
android OS access to android mobile OS

iOS access to iOS

Table 2. Characteristics of micro-learn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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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사이트와 평가자 선정
마이크로러닝 특성 만족도를 평가하기 마이크로러닝

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H 대학에서 전문적인 일반인 성인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러닝이 설계된 “딥러닝의 이해”라는 사이트를 선정하였
다. 이는 총 2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콘텐츠는 동
영상과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평가
자는 이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적어도 마이크로러
닝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는 이러닝 또는 교육공
학 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30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
습사이트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마이크로러닝 다섯 
영역의 20개 항목, 일반 항목으로 성별 및 나이, 그리고 
향후 마이크로러닝 연계 기능 및 기술 등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2020년 1월 5일부터 2개월 
학습한 후에 설문을 수행하였다. 

 

4. 특성 만족도 통계분석 결과 
4.1 평가도구 신뢰성 분석

평가도구의 신뢰성 분석은 평가영역과 평가영역을 구
성하고 있는 변인들이 잘 선정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검정을 한다. 

다섯 영역에 대한 크론바 알파 계수를 보면 모바일 기
기 접근성 영역에서 0.912로 가장 큰 값을, 동기부여 영
역에서 0.736으로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문항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알려
져 있으므로[41] 본 연구에서의 평가도구들에 대한 문항 신
뢰성은 만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domain element chronbach’s α

learning 
contents

micro contents
0.825learning contents

learning goal
evaluation

contents
accessibility

learning contents
0.779supportive contents

navigation

mobile
accessibility

mobile environment

0.912
android OS

iOS
smartphone
tablet PC

motivates
recommend content

0.736mileage point
recommend by SNS 

encouraging

interactivity
comments

0.845inquiry
chatting

blog

Table 3. Cronbach α test for characteristics of 
micro-learning

4.2 평가자 집단별 특성 만족도 차이 분석
평가자들의 성별 또는 나이로 구분할 수 있는 집단별

로 마이크로러닝의 특성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집단별로 평균치 차이 검정을 하였다. 이를 위
해서 t-test 검증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4.2.1 성별 특성 만족도 분석
마이크로러닝의 다섯 영역에서 모두 성별에 따라서 특

성 만족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omain df t-value Pr > |t|
learning contents 28 0.73 < 0.714

contents accessibility 28 0.46 < 0.652
mobile accessibility 28 1.67 < 0.106

motivates 28 -1.10 < 0.281
interactivity 28 -0.43 < 0.671

Table 4. T-test of characteristics for micro-learning by 
sex 

4.2.2 나이별 특성 만족도 분석
마이크로러닝의 다섯 영역에서 모두 성별에 따라서 특

smartphone access by smartphone
tablet PC access by tablet PC

motivates

recommend 
content recommend learning contents

mileage point apply mileage point system
recommend 

by SNS recommend learning by SNS
encouraging encourage among participants

interactivity
comments comments by SNS

inquiry inquiry function about learning
chatting real time chatting function

blog utilizing function of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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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만족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에서 밝혀진 성별에 따른 특성 만족도 차이에 대
한 분석과 나이에 따른 특성 만족도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의미하는 것은 평가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라서는 마이크
로러닝 특성 만족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domain df t-value Pr > |t|
learning contents 28 0.13 < 0.894

contents accessibility 28 0.41 < 0.686
mobile accessibility 28 0.47 < 0.644

motivates 28 0.15 < 0.884
interactivity 28 0.66 < 0.514

Table 5. T-test of characteristics for micro-learning by 
age

4.3 마이크로러닝 특성의 영역별 만족도 분석
마이크로러닝의 다섯 가지 영역은 학습의 양과 질에 

관한 수준 영역, 학습콘텐츠에의 접근성 영역, 모바일 기
기 접근성 영역, 동기부여 및 상호작용 영역이다.

각 특성 영역에 대한 평가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모집단 평균값을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인 3으로 설정하고 평가자의 설문 응답 평
균값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평균의 차이 값을 다음과 같
이 산정하여 T 검정(T-test)을 하였다.

Diffi = Xi - 3
Diffii : 평균값의 차이, Xi : 설문 값

4.3.1 학습 내용 만족도 분석
학습 내용의 양과 질의 수준에 대한 특성 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콘텐츠, 학습 목표의 
제시, 학습 내용의 질 등에 대하여는 유의수준 0.01 하에
서 특성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습 후 평가가 적
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특성 만족도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lement mean std error t-value Pr > |t|
micro contents 1.03 0.15 7.00 < 0.001

learning contents 1.03 0.13 7.88 < 0.000
learning goal 1.00 0.15 6.60 < 0.001
evaluation 0.63 0.24 2.67 < 0.012

Table 6. T-test for learning contents domain

4.3.2 학습 접근성 만족도 분석
학습 내용에 대한 접근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습콘

텐츠에 대한 접근성, 보조적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콘텐츠를 보기 위하여 이동하는 네비게이션의 편의
성 모든 항목에서 신뢰수준 99.99% 하에서 특성 만족도
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lement mean std error t-value Pr > |t|
learning contents 0.97 0.14 6.92 < 0.001
supportive content 0.73 0.17 4.25 < 0.001

navigation 1.17 0.15 8.07 < 0.001

Table 7. T-test for contents accessibility domain 

4.3.3 모바일 접근성 만족도 분석
모바일 환경 편의성, 안드로이드 OS 편의성, iOS 접

근 편의성, 스마트폰 접근 편의성 및 테블릿 PC 접근 편
의성의 모든 항목에서 신뢰수준 99.99% 하에서 특성 만
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element mean std error t-value Pr > |t|
mobile environ 0.97 0.18 7.00 < 0.001

android OS 0.97 0.15 7.88 < 0.001
iOS 0.63 0.25 2.66 < 0.021

smartphone 0.83 0.17 4.69 < 0.001
tablet PC 1.07 0.12 9.13 < 0.001

Table 8. T-test for mobile accessibility domain 

4.3.4 동기부여 만족도 분석
동기부여 특성 영역을 살펴보면, 학습콘텐츠 추천, 

SNS 학습콘텐츠 추천, 참여자 간 학습 독려 및 마일리지 
제도 활용의 전 항목에 걸쳐 유의수준 0.01 하에서 특성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element M std error t-value Pr > |t|
recommend content 1.27 0.12 10.85 < 0.001

mileage point 0.73 0.17 4.25 < 0.001
recommend by SNS 0.77 0.17 4.49 < 0.001

encouraging 1.13 0.11 9.87 < 0.001

Table 9. T-test for motivates domain  

4.3.5 상호작용 만족도 분석
상호작용의 영역을 살펴보면, 이미 분석한 4개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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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채팅과 블로그 활용의 항목에
서는 신뢰수준 99.99% 하에서 특성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댓글이나 학습 내용에 대한 질의 항목에서는 
특성 만족도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이크로러닝에서 댓글을 활용하거
나 학습자가 강사에게 질의하는 등의 활동이 많지 않다
는 것이다. 그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element mean std error t-value Pr > |t|
comments 0.10 0.25 0.40 < 0.693

inquiry 0.26 0.23 1.14 < 0.265
chatting 0.57 0.19 2.98 < 0.006

blog 0.67 0.19 3.55 < 0.001

Table 10. T-test for interactivity domain 

4.4 마이크로러닝의 연계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러닝의 특성으로 정의한 다섯 가

지 영역 외에 현재 적용이 가능한 기능 또는 기술, 그리
고 미래의 마이크로러닝에 적용되어야 할 기능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는 학습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과측정과 역량모형
의 적용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마이크로러닝이 
효과적인 학습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학
습이 개인의 포트폴리오 및 역량모형과 연계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고, 넷째는 PC를 이용해서도 마이크로러닝이 가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닝의 이용 
편의성에 모바일 러닝과 마이크로러닝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이러닝 전 분야에 걸쳐 마이크로러닝이 확대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러닝의 다섯 가지 특성을 정의
하고,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특성에 대한 만
족도의 차이에 관한 실험적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학습
콘텐츠의 양과 질에 대한 영역, 학습콘텐츠에 대한 접근
성 영역, 모바일 단말기 접근성 영역 및 동기부여 영역의 

경우에서는 거의 모든 하위 항목들에서 특성 만족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실시간 채팅이나 블로그 
활용의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댓글
과 학습에 대한 질의 항목에서는 특성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이크로러
닝에서 댓글을 활용하거나 학습자가 강사에게 질의하는 
등의 활동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러닝에
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5.2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동기부여 영역과 상호작용 영역

을 정의할 때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있음을 지적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참여자 간 학습을 독려하는 것이 
동기부여와 상호작용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와 SNS를 
통하여 학습을 추천하는 항목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을 통해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이에 대
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전문적인 교과목에 이러
닝 전문가들이 평가자로 참여해 수행되었다면 향후에는 
일반인 또는 K12 대상의 교과목과 이러닝 비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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