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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강의의 분할시간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사 지식 수 에 따라 상  35%, 하  35% 두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각 집단에 동 상 강의를 5분, 10분, 15분, 20분으로 분할하여 제공하 다. 먼 , 동

상 분할시간의 주효과를 보면 학업성취도에서는 10, 15분 동 상이 좀 더 효과 이었으며, 만족도에서는 

15분, 20분 동 상이 가장 효과 이었다.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강의 분할시간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만 나타났는데 특히, 사 지식 상  35% 집단은 15분, 20분 동 상에서, 하  

35% 집단은 10분 동 상에서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 다. 상기 연구결과는 사 지식이 높은 집단에게

는 좀 더 긴 동 상 강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5분 동 상 강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합하

지 않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스마트폰 학습환경∣동영상 강의∣분할∣사전지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f the 

learner's prior knowledge level and segmenting time of video lectures in an learning environment 

using smartphon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rior knowledge, learn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the upper 35% and the lower 35%. Each group was offered video lectures by a 5-min, 

10-min, 15-min, and 20-min length. As a result, a high level of prior knowledge onl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With respect to the segmentation time of video 

lectures, 10-min, 15-min lectures were effective to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15-min, 

20-min lectures influenced positively the learners' satisfaction. Moreov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evel of learners’ prior knowledge and the segmentation time of video lectures only had an 

impact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e simple effect analysi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action carefully show that 15-min, 20-min video lectures are more 

effective for the upper 35% in prior knowledge and 10-min ones are better for its’ lower 35%. 

In a nutshe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igh-prior knowledge groups could be provided 

with a longer video lectures, and furthermore, 5-min video lectures are not adequate in a mobile 

learning environment with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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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smart phone)’의 등장과 속한 확산은 새

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

다[1]. 2012년 12월 기 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는 약 3,556만 명이며[2],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테크

놀로지의 발달은 그 동안 상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여러 

가능성들을 실 시켜주기 시작했다. 교육 분야도 그 

의 하나로 기술의 발 과 함께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

고 있다. 지 까지는 노트북이 리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학습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학습

을 할 수 있다는 진정한 독립성의 취지를 완벽하게 만

족시키지는 못한다[3]. 반면 스마트폰은 ‘손 안의 PC’로

써 이러닝의 그러한 한계 을 극복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무선인터넷을 활

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각종 동 상 강의 등과 같은 

학습자료에 근이 가능하며, 한 애 리 이션을 다

운받아 필요한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

이 있다[4].

최근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활용하여 

교육을 목 으로 동 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

고 있다. 스마트폰 학습환경에서는 화면의 크기로 인해 

텍스트 자료보다는 동 상 자료를 통한 학습이 선호된

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YouTube등을 통해 개인이 동

상을 제작(user generated content: UGC)하고 업로

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기

기의 확산이 계기가 되어 동 상 강의의 수요  공

은 크게 증가하 다. 게다가 동 상의 빠른 제작과 확

산(업로드와 다운로드)을 해 작은 사이즈의 동 상이 

선호되기 시작하 다[1][5]. 한 최근 Khan Academy 

등의 다양한 오 소스의 등장은  세계 학생들을 연결

해주는 매개체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동 상 

강의의 경우 다른 학습자료에 비해 실제 통  교실 

강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6], 학습자에

게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실재감을 제공해

다[7].

최근 보편화된 동 상 강의에서 연구의 방향은 멀티

미디어 자체의 효과성 보다는 효과 인 멀티미디어의 

활용방식에 그 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

어를 활용하여 어떻게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인가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고[8-10], 그 결

과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높

이기 한 다양하고 효과 인 원리들이 도출되었다. 그 

에서 Clark과 Mayer(2011)는 동 인 자료의 제시에 

있어서 학습자료의 분할(segmenting)에 주목하고 있다

[8]. 분할이란 하나의 복잡한 학습자료를 여러 개의 의

미 있는 조각으로 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속 인 

학습자료를 제공할 때 한 번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단 로 분할을 하면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이고 효율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제공받은 학습자료에 해 인지 으로 통합을 

한 시간이 필요하다. 분할은 이러한 지식의 통합 시간

을 제공해 으로써 학습내용에 한 이해를 도와 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 가장 많은 학

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E사를 기 으로 

볼 때, 동 상 학습자료가 부분 오 라인 수업 구조

를 그 로 용하여 40분-50분 정도의 강의를 연속

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인지 수 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작은 단 로 강의를 제

공하고 있다. 를 들면, 수학 강의를 주로 제공하는 

Khan Academy의 경우 약 7-14분 단 로 동 상 강의

를 제공하고 있고[11], 학 수 의 강좌를 한 

Udacity는 세부 개념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5분 이하의 

매우 작은 단 로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흐

름에 맞춰 최근 미국 유명 학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

공하는 Coursera, edX와 같은 사이트들은 이미 분할을 

동 상 강의 설계의 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12].

스마트폰 학습환경에서는 매체의 물리  특성으로 

인해 분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선 작은 

화면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DMB, PMP, PC 모니터 

화면과 기억력의 계를 연구한 최이정(2007)의 연구를 

보면, 화면이 클수록 기억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13]. 그러한 이유는 큰 화면이 클수록 더 많은 

실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기억력에 향을 다고 

보았다. 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실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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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해 보면 이동 에 시청하는 경우가 부분이

다. 그 기 때문에 주변의 향으로 인해 갑자기 시청

하던 동 상 강의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시청하게 될 경우 해당 강의의 길

이가 길게 되면 하나의 콘텐츠에 하여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끊김 상은 하나

의 콘텐츠를 완 히 학습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

게 한다. 결과 으로 강의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간에 정지하더라도 학습 흐름에 미치

는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콘텐츠의 크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3].

하지만 Schar와 Zimmermann(2007)의 연구에 따르

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자료에 한 분할을 할 수 있

도록 통제권을 제공한 실험 집단과 분할 없이 연속 으

로 학습자료를 제공받은 집단과의 학습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14]. 이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

어진 통제권을 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 학습자 스스로의 통제가 

아닌 교수자가 개입한 한 수 의 분할이 필요함을 

설명해 다. 

한편 그 동안 의미  단 의 분할이 효과 이라는 선

행연구는 많이 있었지만[15][16], 구체 인 동 상 분할

시간을 제시한 실증 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 이다. 

일반 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상 학습은 낮은 

집 력 때문에 콘텐츠가 작을수록 좋다는 수 의 선행

연구들이 많다[17-19]. 하지만 지나친 학습자료의 분할

은 오히려 체 학습 시간의 증가와 집 에 방해를 가

져올 수 있다[8]. 반면 무 긴 시간의 학습을 연속 으

로 제공할 경우 반에 제공된 학습내용에 한 충분한 

통합 과정을 경험하기 힘들고, 학습시간이 필요 이상으

로 증가할 수 있다. 심지어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도 있다[18].

와 같이 동 상의 분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학

습자의 사 지식은 요한 고려요소이다. 학습자의 사

지식은 학습자의 인지과정의 효율성에 향을 다

[20]. 다시 말하면 사 지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통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에 차이를 

가져오고, 결과 으로 분할의 시간에 향을 미친다고 

상할 수 있다. 사 지식은 학습결과에 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학습자 특성 변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므

로[21-23], 학습자의 사 지식 수 은 분할시간을 고려

하는데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

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강의의 분할시간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동 상 강의

의 분할시간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동 상 강의

의 분할시간은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강의의 분할시간은 학업성취도

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넷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강의의 분할시간은 만족도에 있

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논문은 A 국립 학교 1학년 학생 9개 학  168명

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을 진행하기 해서는 스

마트폰이 필수사항이므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일정 인원 이상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 상을 통한 학습에 익숙한 상이었기 때문

에 본 실험의 참가자로 선정하 다. 

2. 실험 도구
2.1 분할 동영상 강의 자료
본 실험을 하여 학기가 시작하기  해당 학교의 

교사와 의를 통해 학교 사회 과목  ‘도시화와 도

시 발달’ 부분을 실험 단원으로 선정하 다. 분할 동

상 강의 자료를 개발하기 이 에 동 상 강의 자료를 

타당화 하기 한 도구를 먼  개발하 다. 조미헌 외

(2004)의 ‘컨텐츠 평가 항목’을 수정  보완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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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문가 5인의 검토를 거쳐 10문항으로 구성된 동

상 타당화 도구를 개발하 다[24].

이어서 분할 동 상 자료를 개발하기 하여 E사의 

동 상을 Windows7의 MovieMaker 로그램을 활용

하여 시간별(5분, 10분, 15분, 20분)로 분할하 다. 그리

고 개발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동 상 타당화 검사를 

진행하 으며 검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 로 개발된 

동 상 강의를 수정하여 최종 동 상 강의 자료를 개발

하 다. 이 게 개발된 동 상을 YouTube와 블로그를 

활용하여 각 그룹들만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 다. 

그림 1. 분할 동영상 강의 자료의 실제 화면

2.2 평가 도구
본 실험에 앞서 과제분석과 련 문헌을 분석하여 사

지식 평가도구와 학업성취도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사 지식 평가도구는 학습할 내용의 요 개념의 

평가를 주로 개발하 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동 상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풀 수 있도록 개발하 다. 

개발된 도구는 사회교육과 박사과정생 1인의 1차 타당

화 검사를 받아 수정  보완하 다. 이후 수정된 자료

를 다시 직 사회 교사 2인으로부터 2차 타당화 검사

를 받아 최종 사 지식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만족도 평가도구는 Shin(2003)이 개발한 만족도 평가

도구를 본 논문의 목 에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10개의 문항을 개발하 다[25]. 만족도 평가도구는 교

육공학 박사 1인, 박사수료생 2인, 박사과정생 2인으로

부터 타당화 검사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만족

도 평가도구를 개발하 고,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55로 나타났다. 

3. 실험 절차
3.1 실험 전 단계 
한 주에 걸쳐 9학  학생 총 302명을 상으로 스마

트폰에 련된 기본 정보 검사와 사 지식 검사를 실시

하 다. 사 지식 검사는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하여 

20분 동안 일 으로 실시하 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

지식 수 에 따른 분명한 효과와 참가자의 수를 고려

한 통계의 신뢰성을 고려해 상  35%, 하  35% 두 수

으로 그룹을 구성하 다.

사 정보에는 스마트폰 소유 여부와 무제한 요 제 

유무 등의 정보를 포함하 다. 요 제의 종류를 조사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 상을 시청할 경우 비용

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제한 요 제가 아닌 학생들을 

해 Wi-Fi 서비스를 비하기 함이었다. 

사 검사를 통해 303명의 학생  불참하 거나 불성

실하게 응답을 한 15명의 학생을 제외한 총 287명의 데

이터가 수집되었다. 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이 총 221명, 연구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학생

이 총 18명으로 동 상 학습을 수행한 참가자는 총 239

명이었다. 

3.2 실험 단계 
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학습용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도시화와 도시 발달’에 하여 공부하 다. 

학생들에게 미리 Wi-Fi 서비스 기기 설명과 실험 정보

가 담긴 매뉴얼을 배부하 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험

의 목 과 의미에 해 설명을 하고 극 인 참여를 

부탁하며 실험을 진행하 다. 

3.3 실험 후 단계 
동 상 학습을 마친 후 바로 학습몰입 검사와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 다. 학습몰입과 만족도 검사는 5  

Likert척도에 따라 수가 산출되었다. 학업성취도 검

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수업시간에 20분간 실시된 후 

답안에 따라 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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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사 지식과 동 상 분할시

간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

용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SPSS 20.0을 사용하여 이

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단순 효과 분석

(simple effect analysis)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동영상 강의 분할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먼  동 상 강의 분할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 지식 수  분할시간 M N

상위 35%

5분 7.90 21
10분 9.38 21
15분 10.55 20
20분 9.73 22

하위 35%

5분 7.19 21
10분 8.95 21
15분 8.57 21
20분 6.24 21

표 1. 집단별 학업성취도 수준

사 지식 상  35% 집단에서의 학업성취도 수를 

보면, 5분 단 로 분할된 동 상을 제공받은 집단의 평

균 수가 7.90으로 가장 낮았고, 15분 단 로 분할된 

동 상 강의를 제공받은 집단의 평균 수가 10.5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 지식 하  35% 집단에서는 20

분 단 로 분할된 동 상 강의를 제공받은 집단의 평균 

수가 6.24로 가장 낮았고, 10분 단 로 제공받은 집단

의 평균 수가 8.95로 가장 높았다.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 인 수 에서 확인하기 하

여 사 지식 수 과 동 상 분할시간의 주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가 [표 2]에 제

시되어 있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사전지식 
수준 114.65 1 114.648 17.351 .000

분할시간 113.86 3 37.953 5.744 .001
사전지식 x 
분할시간 62.30 3 20.767 3.143 .027
오차 1057.21 160 6.608
합계 13654 168

표 2. 학업성취도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상기 이원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 상 분할시간

의 주효과가 학업성취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F=5.744, p<.05). 한 학업성취도 수에 

사 지식 수 과 동 상 분할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3.143, 

p<.05). 

추가 으로 동 상 분할시간에 해서는 하  요소

가 4개이므로 구체 인 차이를 알아보기 해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할시간 N
집단군

1 2
5분 42 7.55
20분 43 8.02
10분 42 9.17
15분 41 9.54

유의확률 .398 .511

표 3. 학업성취도 점수에 대한 Duncan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5분, 20분 단 로 분할한 동 상을 제

공한 집단과 10분, 15분 단 로 분할한 동 상을 제공

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사
지식

(I)분할시간 (J)분할시간 평균차(I-J) 유의확률a

높음

5
10 -1.476 .065
15 -2.645* .001
20 -1.823* .021

10
5 1.476 .065
15 -1.169 .147
20 -.346 .659

15
5 2.645* .001
10 1.169 .147
20 .823 .302

20
5 1.823* .021
10 .346 .659
15 -.823 .302

표 4. 사전지식 상위 35% 집단에 대한 단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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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사

지식 상  35% 집단의 단순효과분석(simple effects 

analysis)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 지식 상  35% 집단에서는 학업성취도 수가 

가장 높았던 15분 동 상과 20분 동 상이 동일하게 통

계 으로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사 지식 수  하  35% 집단의 사후 평가 

결과이다. 

사
지식

(I)분할시간 (J)분할시간 평균차(I-J) 유의확률a

낮음

5
10 -1.762* .028
15 -1.381 .084
20 .952 .232

10
5 1.762* .028
15 .381 .632
20 2.714* .001

15
5 1.381 .084
10 -.381 .632
20 2.333* .004

20
5 -.952 .232
10 -2.714* .001
15 -2.333* .004

표 5. 사전지식 하위 35% 집단에 대한 단순 효과 분석 

[표 5]의 결과를 보면 사 지식 하  35% 집단의 경

우는 10분 동 상이 제공된 집단이 통계 으로 가장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 및 동영상 강의 분할시
간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 지식 상  35% 집단과 하  35% 집단에 각각 5

분, 10분, 15분, 20분으로 분할된 동 상 강의를 제공한 

경우, 평균 만족도는 [표 6]과 같다.

실험 집단
분할시간

5분 10분 15분 20분 합계
상위 35% 2.71 3.22 3.27 3.66 3.22
하위 35% 2.91 2.95 3.38 3.66 3.22

합계 2.81 3.08 3.32 3.66 3.22

표 6. 집단별 만족도 결과 

[표 6]의 결과를 보면 사 지식 수  상  35%의 집

단에서 5분 단 로 분할된 동 상 강의를 제공받은 경

우 만족도 수가 2.71로 가장 낮았고, 사 지식 수  

상  35% 집단과 하  35% 집단 모두 20분 단 로 분

할된 동 상 강의를 제공받는 경우, 만족도 수가 3.66

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만족도 수에 향을 미치는 사 지식 수

과 동 상 분할시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

하기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사전지식 
수준 .005 1 .005 .005 .946

분할시간 16.45 3 5.484 5.279 .002
사전지식 x 
분할시간 1.32 3 .439 .422 .737

오차 166.20 160 1.039
합계 1928.07 168

표 7. 만족도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7]과 같은이원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수

에 있어 사 지식 수 의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005, p>.05). 반면 동 상 분할시간의 주효과가 

만족도 수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F=5.279, p<.05). 하지만 만족도 수에 사 지식 수

과 동 상 분할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F=.422, p>.05).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동 상 분할시간에 따른 

만족도의 좀 더 구체 인 결과를 보기 하여 사후분석

을 실시하 다. 

분할시간 N
집단군

1 2 3
5분 42 2.81
10분 42 3.08 3.08
15분 41 3.32 3.32
20분 43 3.66

유의확률 .228 .285 .130

표 8. 만족도 점수에 대한 Duncan 사후분석 결과

[표 8]과 같은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 20분 단  분할 

동 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통계 으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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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학습환경

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만족도에 한 사 지식

과 동 상 분할시간의 향을 분석하 다. 주효과와 상

호작용 효과에 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를 할 수 있다. 

1. 동영상 강의의 분할시간
동 상 강의의 분할시간은 학업성취도, 만족도 모두

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업성취도를 보면, 10분, 15분 단  동 상을 제공한 

그룹이 5분, 20분 단 의 동 상을 제공한 그룹보다 높

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재 세계 인 동 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oursera가 왜 10분 정도의 길이로 

분할 동 상을 제공하고, Khan Academy 역시 7-14분 

정도의 길이로 수학 교과 동 상 강의를 분할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가를 잘 설명할 수 있다[11]. 5분 단

의 분할 동 상 강의는 무 짧다. 이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 로 분할 할 경우 오히려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증가시키고 결과 으로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8]. 한 일반 수 의 학생

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는 한 번에 20분 

길이의 동 상을 완 히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생각해보면 주변의 향으로 인해 갑자기 시청하던 동

상 강의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다

시 이어서 시청하게 될 경우 해당 강의의 길이가 길게 

되면 하나의 콘텐츠에 하여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자

주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학습 도 의 끊김이 자주 발

생한다면 하나의 콘텐츠를 완 히 학습하는 데에 상당

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3]. 한 스마트폰의 경우 

장기간 학습하기에 어려운 학습환경이다. 화면의 크기

가 클수록 주의 집 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32], 

기존의 TV나 컴퓨터에 비해 상 으로 작은 화면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스마트폰은 장기간 학습하기에 어

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학습자의 사 지식 수 에 따라 학습자

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0분 는 15분 단

의 분할 동 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통 40-50분으로 구성되어 있

는 기존의 많은 동 상 강의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

습환경에서는 부 합하다. 

한편, 만족도 수를 보면 20분 단 의 동 상을 제

공한 경우가 가장 효과 이었다. 상 으로 짧은 분할

시간의 집단보다 긴 분할시간의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

게 나온 이유는 학습자의 물리 인 조작과 련이 가장 

큰 것으로 상된다. Shin(2003)에 따르면 만족도는 학

습자가 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 인 느낌

을 받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25].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 인 느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실험의 맥락에서 볼 때 

동 상의 계속 인 진행을 한 물리 인 조작이 학습

에 방해를 주고 결과 으로 학습자로 하여  학습에 

해 부정 인 느낌이 들게 끔 하 다고 볼 수 있다. 산술

으로 계산을 해보면 5분 단  분할 동 상의 경우는 

40분 길이의 한 차시 동 상 강의를 완 히 볼 때까지 

총 7번의 조작이 필요하고 20분 단  분할 동 상은 단

지 1번의 조작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조작은 학습

의 끊김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에 언 한 주변의 환경

에 의한 학습의 방해와 비슷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만족

도에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온다. 

2. 사전지식 수준과 동영상 강의의 분할시간의 상
호작용 효과 

실험 결과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분할시

간이 학업성취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 졌다. 단순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 지식 상  35% 집단에서는 15분, 20

분 동 상 강의를 제공한 집단이 통계 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 으며, 하  35% 집단에서는 10분 동 상

을 제공한 집단이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다. 

우선 사 지식 수  상  35% 집단에서 15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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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강의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원

인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사 지식은 지식의 구조를 악하고 정교한 지식체계

를 구성하는 데에 정 인 향을 다[29]. 이러한 사

지식의 기능은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고[20], 결과

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능하게 한다.  실험에서 

사 지식 수  상  35%인 집단이 상 으로 긴 시간

의 동 상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실증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사 지식 수  하  35% 집단의 학습자들에게는 15분, 

20분 단 의 동 상이 효과 인 학습을 하기에는 수용 

범  이상의 분량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사 지식

이 일정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학습의 효율에 결정 인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이는 스마트폰

을 활용한 동 상 강의 학습환경에서 사 지식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사 지식 수 의 학습자에 비해 더 긴 시

간 단 의 분할 동 상 제공이 가능함을 시사해 다. 

마지막으로 5분 단 의 분할 동 상이 사 지식 수  

상  35% 집단과 하  35% 집단에서 모두 학업성취도 

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 을 보인 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사 지식의 수 에 상 없이 5분 단

의 분할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효과 이지 않다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에서 언 한 것처럼 

무 짧은 시간으로 인한 잦은 학습 흐름의 끊김과 빈

번한 물리  조작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0분 이상의 콘텐츠 크기를 제안한 선행연구들의 주장

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1][19].

반면, 만족도에는 학습자의 사 지식 수 과 동 상 

분할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물

리 인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족도의 차이가 사

지식의 수 에는 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가장 기본 인 특성인 사 지식 

수 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학습자의 수 에 합한 크

기의 동 상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사 지식을 고려할 수 있는 학습자 집단의 경우라면, 

사 지식 수 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10분 단 의 분할

된 동 상 강의를 제공하고, 사 지식 수 이 높은 학

습자에게는 15분, 20분 단 의 분할 동 상이 학업성취

도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 된다. 하지

만 학습자의 사 지식 수 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10분 단 나 15분 단 로 구성된 동 상 강의를 

제공하면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5분 단 의 분할 동 상은 모든 상황에서 낮은 수

의 결과를 보 으므로 동 상 제작 시 5분 내외의 분할

은 학습향상을 한 추가 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학습자의 물리 인 조작이 학습결과에 많은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동 상 강의 제작 시 연속 으

로 강의 시청을 하기 한 물리  조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사용자 경험의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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