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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과학  러다  과학지식  달에  ‘ ’  뀌어 가  과학 에  시각  도 를 용한 

커뮤니  식  차 해 다. 본 연 에 는 과학 커뮤니  시각  도  “ 타포(Pataphor)”에 

해 고찰하고, 그 역할과  안하 다. 문학에  ‘가상과 실  첩’ 미지  사용 었  ‘ 타포’  개  

츠   고찰함 , 타포를 과학  상상   실과 상학  사  도 하거나 

만들어 가상과 실  첩시  하는 시각  라고 하 다. 또한 시각매체  타포  역할  도

하고, 타포   “ 실 복  타포”, “ 실  타포”, “ 실 변  타포”, “ 공 실  타포”

 안하 다. 본 연 를 통해 츠  매체  학습  츠 지과 에 른 타포  용에 한 체

 연 에 한 필  견하고, 향후 에 른 타포 용 에 해 연 를 진행하고  한다.

주 어 : 타포, 타피직스, 과학  츠, 타포,

Abstract As the paradigm of science education has been changing from offering scientific knowledge to 

‘Public Understanding’, ways of communication through visual tools in science educ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is study, I considered ‘Pataphor’ as a visual tool for scientific communication, and 

suggested its functions and forms. By studying the notion of pataphor, which was used an overlapped image of 

virtual reality and reality in literature, in the perspective of contents design, I defined ‘Pataphor’ as a visual 

way of deducing or making the metaphysical similarity with the reality based on scientific imagination. Also, I 

deduced the functions of pataphor as a visual mediacy and suggested its types as “Pataphor of duplicated 

reality”, “Pataphor of reflected reality”, “Pataphor of metamorphosed reality”, and “Pataphor of artificial reality”.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o be necessary to study in detail the ways to use pataphor depending on 

contents producing media’s and learners’ awareness process of contents so there will be a follow-up study on 

the ways to use pata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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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범주가 학문이나 특정 분야의

용이 아닌 인간의 실생활로 확 되면서, 세계 으로

과학 교육의 흐름이 과학 개념에 한 이해와 기술 활용

의 측면에서 ‘과학 화’,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과학교육’, ‘STEAM 교육’으로 바 어 가고 있

다. 특히 미국과학교사 의회(NSTA :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가 STS 교육의 목 을 실생활에

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 소양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

회를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이래, 과학 교

육의 방식이 지식 달 주의 교육에서 실생활에 용

가능한 체험 주의 교육으로 바 게 되었다. 더불어 다

양한융합형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실생활과 사회생활에 용 가능한 융합형 교육을 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 방식에 한 변화와 더불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는 매체도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콘텐

츠의 속성을 바꿀뿐만 아니라, 정보의 표 방식과 커뮤

니 이션 방식마 바꾸었다. 최근 교육 콘텐츠에 활용

되는매체가 2D 기반의 디지털매체에서 3D 등을 활용한

가상 실, 더 나아가 홀로그램, HMD(Head Mounted

Display)등과 같은 실감 미디어를 활용한 증강 실로 확

되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달하는 방식이문자 주

의 달 방식에서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달하는 방식

으로 변하게 되었다.

‘메타포(Metaphor)’이미지는 비유 표 을 통해 의미

를 정확하게 달하거나, 암묵 으로 정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 이여서 정보디자인이나콘텐츠 디

자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되어왔으나, 과학 교육

방식의 변화와 매체의 변으로 인해 비은유 이면서도

정보를 직시할 수 있는 “가상과 실의 첩”[1] 이미지

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

타포(Pataphor) 이미지’라고 정의하고, 과학교육 콘텐

츠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시각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한 과학 커뮤니 이션 방식으로서 ‘ 타포(Pataphor)’

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과학 교육 콘텐츠

의 특성과 타포의 개념에 해 정리하고, 과학 커뮤니

이션 도구로서 타포의 역할과 유형을 제시하 다.

2. 과학 츠  특 과 커뮤니

2.1 과학  츠  특

과학 정보 콘텐츠는 특정 상에 한 원리와 법칙에

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해명 할수 있어야 하기때문에다른교과 콘텐츠에비해

더 추상 이면서도 문 이다. 한 과학이론과 련된

지식이 객 이면서도 직 으로 표 되어야 하기 때

문에, 정보 표 이 매우 복잡하다. 특히 최근 과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양방향성 커뮤니 이션을 강조하는 ‘ 의

과학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나

STS1) 교육 방식[2]으로 바 면서, 과학교육 콘텐츠의

특성이 바 게 되었다. 표 으로, 과학에 한 의

심을 유발하기 한 흥미 요소가 요해 졌으며, 과

학 정보에 한 바른 인식과 의견 수립을 한 커뮤니

이션 방식의 환이 필요해 졌다. <Table 1>은 STS 교

육의 여덟 가지 구성요소와 에듀테인먼트 형식의 과학

콘텐츠의 특성에 한 연구들을 심으로 과학교육 콘텐

츠의 특성을 내용 · 표 · 사용자의 정보 인식 특

성으로 나 어 정리한 것이다[2,4,5].

Features

in Contents

Features

in Display Method

Features in Cognition

of Informatio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cience

·Application of

Science Principle

·Relationship with

Social Issues/

Community

·Induction of Interest

·Sensory Immersion

·Context-Awareness

·Fostering ability of

Decision-making

·Fostering ability of

Cooperative work

·Mul t idimensional

Cognition for Science

<Table 1> The Feature of Science Educational Contents

과학 콘텐츠는 기본 으로 사물 는 자연의 상에

한 개념 달과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

자의 실생활과 계 된 내용 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학

습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고 과학

에 한 다차원 인식을할수 있도록해야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고, 감정 으로 몰입할 수 있는 표 방식

1) 여  가지 STS   : ① 지역사   

② 과학  용  ③ 사  문  ④ 사결  능  함양  

한 연습 ⑤ 과학과   직업에 한 식 ⑥ 실 문

에 한 동 업 ⑦ 과학  다차원 에 한 식 ⑧ 보

 택  용에 한 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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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학습자의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인지하게 하기 해객 존감을 강조할 수있는 표

방법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학습자가 콘텐츠에 흥

미를느끼고 존감을 바로느끼게되었을때 정보 콘

텐츠를 손쉽게 조작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정 몰입

도가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 과학  츠 에  ‘과학 커뮤

    니 ’

‘과학커뮤니 이션’은 STS 교육 방식의 에서 과

학을 사회 과 소통시키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바

로 달시키기 한 기획, 과정 결과를 이르는 말이다

[3]. Burns(2003)가 제안한 과학 커뮤니 이션의 목 인

“AEIOU”는 과학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갖게 되는 효과

교육 상태 변화인 흥미(Interest), 이해(Understanding),

인식(Awareness), 의견(Opinion), 즐거움(Enjoyment)의

축약어이다.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과학개념에 한 지

식, 탐구기능(실험) 등과 같은 과학 소양을 함양하게

되는데, 다양한 기술과 재미 요소를 활용한 과학 교육

콘텐츠에서는 실을 재 하는 이미지를 심으로 학습

자가 AEIOU를 갖게 된다.

[Fig. 1] The Components of Science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Cognition Process of 

Learners

[Fig. 1]은 과학교육 콘텐츠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

으로 실제 상황을 반 하고 있는 실 이미지에 다양

한 기술과 흥미로운 요소가 가미 된 콘텐츠를 학습자가

할 때, 학습자는 실을 반 한 이미지를 통해 존감

을 느끼게 되고 제공 된 정보를 자유롭게 조작 할 수 있

다. 이미지의 존감이 높을수록 과학의 원리와 상에

한 학습자의 이해가 높고 정확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학 교육 콘텐츠에서 인터페이

스로 활용 되는 이미지는 실감을 반 한 이미지가 효

과 이다[4]. 따라서 과학커뮤니 이션에서 요한 것은

과학 원리 는 교육 내용과 부합한 ‘맥락 이미지’, 즉

효율 시각 도구의 활용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과학의

원리와 상상 공간을 존하는 이미지만으로 표 하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 할수 있는 공간,

존감있는제 3의공간 이미지가과학커뮤니 이션 향

상에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

을 한 인터페이스로서 “ 실을 체할 시공간”이자

“ 실과 가상이 첩하는 타피직스의세계”[1]인 “ 타

포” 공간 이미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3. 과학 커뮤니  시각  도

타포(Pataphor)

3.1 타포  개

타피직스(Pataphysics)는 과학 인 생각을 바탕으

로 한 ‘공상 과학’을 일컫는 말로, 형이상학을 일컫는 메

타피직스(Metaphysics)의 패러디라고 일컬어진다[1].

타피직스는 형이상학 머의 세계에 존재하는 상상

상을 설명하는 철학 는 과학의 일종으로, 랑스 작가

알 드자리(Alfred Jarry, 1873∼1907)의소설 “Exploits

& Opinions of Doctor Faustroll, Pataphysician”에서 특

정 상의 가상성을 표 하기 해 특성들을 상징화 시

켜 표 하는 “상상 해결의 과학(The Science of

imaginary solutions)”이라고 처음 소개 되었다. 이후 팝

아트, 팝문화로 시각 술 뿐만 아니라문학, 음악, 건축,

술에 많은 향을 끼쳤다. 이후 타피직스의 개념은

실과 공상이 첩 된 ‘제 2의 실’을 강조하는 실

주의자와 과학 특성을 강조해 ‘ 이성’을 강조한 합

리주의로 나뉜다[6]. 최근 건축 분야에서 류재호(2016)는

타피직스의 주요 특성을 탈규범성, 모순성, 비논리성,

가상성으로 보고 특히 디지털 가상공간의 특성을 불연속

성(Link or discontinuity), 혼합성(Mixed Reality) 휘

발성(Volatility)이라고 정의하 고, 문학 분야에서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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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15)는 “ 타피지컬 한 상상력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 된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즉 재 가능한 ‘실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기술하 다[7]. 더불어 과

학을 가상성을 실제화 시킬 수 있는 ‘ 타포’의 도구라고

정의하 다.

타포(Pataphor)는 작가이자 뮤지션인 블로 로페

즈(Pablo Lopez)에 의해 자리(Jarry)의 타피직스의 과

학에 근거한 메타포의 확장 된 개념으로 처음 정의 되었

다. 메타포가 사물간 · 상간의 유사성을강조해 비유

으로 표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타포2)는 새로운

는 분리된 세상을 묘사하기 해 실을 기반으로 형이

상학 유사성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진 권

은 그의 서 “이미지 인문학”에서 타포를 “가상과

실의 첩”이라고 정의하고 그 개념을 타피직스의 상

상력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자, 메타포의 패러디로 기술하

다[1]. 한 류재호(2016)은 타포를 메타포보다 더

실에 가까운 ‘ 실과 가상이 결합 된 상태’로 정의하

다[6]. 이러한 정의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 타포’를

과학 상상력을 토 로 실과의 형이상학 유사성을

도출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상과 실을 첩시켜 표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 다.

3.2 시각  매개체  타포  역할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데이터의 흐름이나

패턴을 직감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 인지도가 높아지

게 된다. 한 인지심리학에서는 지각재 이나 사용자의

신뢰도가 높은 배경의 사용은 사용자의 사고 과정에서

정보에 한 일종의 ‘믿음’을 생성 한다3)[8]. 이 듯 과학

콘텐츠에서 사용자가 처음 하는 이미지가사용자의 지

식 체계에 근거해있다면, 이를통해 정보의 인지도가 높

아 질 뿐만 아니라 새로 습득 할 정보에 한 일종의 ‘믿

음’이 생길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험학습’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몰입을유도하는

것과 같이 타포 이미지도 과학교육콘텐츠에서 사용

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조작 몰입감을 유도

한다. 서동수(2015)의 문학에서의 타포의 역할4)과 아

2) “Pataphor attempts to Create a figure of speech that exist as 

far from metaphor as metaphor exists from non-figurative 

language.”, https://en.wikipedia.org/wiki/%27Pataphysics 

에

3) 지심리학에 는 를 ‘지각 주 ’라고 컫는다. 

리스토텔 스의 연합주의(Associationist)의 학습이론5)

을 토 로 과학 교육 콘텐츠에서 타포의 역할을 세 가

지로 정리하 다.

첫째, 타포는 가상공간에 한 ‘ 존감(Physical

Presence: 가상공간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은 상태)’을 통

해 사용자의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아리스토텔 스의 근

성(Contiguity)의 원리와 같이 실에서 할 수 있는

사물을 실감 있게 인지함으로 인해 사물과 근 한 맥

락 는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둘째, 타포는

존감을 바탕으로 ‘매체와의 실재감(Presence)’을 갖게 한

다. 유사성(Similarity)의 원리와 같이 매체 는 상과

의 실재감을 바탕으로 유사한 개념을 떠올려 실생활에서

의 유사한 상황을유추할수 있다. 셋째, 타포는 가상과

실재를 목시키는 응용력을 갖게 한다. 학습이론의

비성에서 ‘일출’의 이해를 통해 ‘일몰’에 해 직 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콘텐츠 내에 사용된 비 타포

를 통해 학습자가 실재의 문제를 쉽게 생각 하거나 과학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세 가지 타포의 역할을 통해,

학습자는 과학 콘텐츠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유로이

콘텐츠를 조작함으로써, 제공 되는 정보에 해 ‘믿음’을

갖고 이를 빠르게 습득하게 된다.

4. 과학  츠 에  타포

특 과 

4.1 타포  특

메타포6)가 하나의 상을 표 할 때 표 하고자 하는

상과의 유사한 성질을 지닌 사물의 특성을 간 ·비

유 으로 표 하는 것이 요하다면, 타포는 표 하고

자 하는 상의 특징을 실감 있게 재 하는 것이 요

4) 동수는 타포를 “ 피아  우 식” 라고 술하 , 

타포가 과학  상상 과 가상에 실감  공하 , 동

, 마술  상상 에 실재감  여하 ,  주 공들  

열  달하는 매개체  역할  한다고 [7]

5) 한 생각  한 생각   또는 억 식  근

(Contiguity), 사 (Similarity), 비 (Contrast)  . 하

나  사물과 계 수 , 사할수 , 상  수  다른 생

각  쉽게 러 킬 수 다는 . 경험과 억 간  

계를 통해 직  타당도를 습득[9].

6) 사  , 타포는 “행동, 개 , 물체 등  지닌 특

 그것과는 다르거나 상 없는 말  체하여, 간  

암시  나타내는 ”(Daum 사 ) 



The Notion and Forms of Pataphor in Science Educational Contents Desig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3

하다. 표 하고자 하는 원 념과 사용자에게 익숙한 보

조 념간의 유사성 비교 과정에서 메타포는원 념과 보

조 념의 특징 유사성을 토 로 비유 표 을한다면,

타포는 원 념과 보조 념간의 계성을 비교해 ‘총체

재 ’을 한다. 메타포는 간 이고 암시 인 표 으

로 사용자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만, 문화에 따라 유사

성의 정보 해독과정에서 의미와 해석이 차이가 크게 달

라 질수도 있다. 반면, 타포는 직 인 표 으로 인해

사용자의 창의성 유도에 비효율 일 수 있으나 공간에

한 친숙성을 유도하며 문화에 따른 학습자의 정보 인

지의 차이가 크지 않다.

[Fig. 2] The Display Method of Metaphor and Pataphor

<Table 2>는 김 호(2016), 진 권(2014), 김성훈

(2007)의 연구를 토 로 구성한 인터페이스 에서 메

타포와 타포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타포는 원

념과 보조 념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원 념의 특징을

묘사 이고 직 으로 재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즉각

인지가 유도된다. 익숙한 역에서 보조 념을 선택

하고 이를 재 함으로써 친숙성을 유발하고, 학습자가

자유로운 조작을 하게됨으로써정보의활용도를높인다.

이를 통해 학습성, 정보 활용성, 몰입성을 높일 수 있다.

타포는 가상공간 속에서 실을 지각할 수 있는 ‘가상

과 실의 첩’ 정도와 첩 방법이 무엇보다도 요하

며,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을 실로 지각하게하기 해

가상과 실, 즉 원 념과 보조 념의 인과 계 상

계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한 타포

이미지 표 과정에서 사용자의 마음속에 ‘as if’가 형성

될 때 사용자의 정신 몰입이 가능하게 된다[1].

Division Metaphor Pataphor

Display

Method

The Similarity between Original

and Subsidiary ideas

The sense of belonging

between Original and

Subsidiary ideas

Indirect Comparison

(Figurative Expression)

Comprehensive

Reenactment

(Portrayed · direct

Expression)

Cognitive

Features of

Users

Awareness by association

based on subsidiary idea in

knowledge system

Awareness by perception

based on immediate input

of data

Function

Stimulating Curiosity

Intimate Feeling

Fresh Sensation

Emotional Catharsis

Deducing Intimacy

Unrestrained Control

High degree of application

for information

Effect

Learnability, Efficiency

Availability,

User Attitude Formation

Learnability, Usability

Immersion,

Maneuverability

<Table 2> The Comparison of Metaphor and Pataphor

in the perspective of Interface

4.2 타포   

과학교육 콘텐츠에서 ‘총체 재 ’을 나타내는 타

포는 에 보이는 것과보이지않는 모든 것에 한표

을 의미할 뿐만아니라미 가치를 함의하고있다. ‘재

’은 사 으로 ‘다시 나타남’ 이외에 ‘경험한 사건이나

내용을 다시 생각하거나 나타내는 일’을 의미한다. 문

사상가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ács)는 ‘재 ’을 객

인 실을 미 으로 반 한창조 단계로 보고, 김

호(2016)는유사하게여겨 다른 어떤 것으로표상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11]. 이를 토 로, 타포의 유형을 실

을 표 하는 재 과 특징 ·정신 재 으로 크게 나

고 타포의 유형을 <Table 3>과 같이 “ 실 복제

타포(Pataphor of Duplicated Reality)”, “ 실 반

타포(Pataphor of Reflected Reality)”, “ 실 변형 타

포(Pataphor of Metamorphosed Reality)”, “인공 실

타포(Pataphor of Artificial Reality” 네 가지로 구분하

다.

“ 실 복제 타포”와 “ 실 반 타포”는 실

에 한 표층 유사성을 심으로 객 으로 실을

표 하는데 을 둔다. “ 실 복제 타포”는 실을

있는 그 로 표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실성을 제공하

는데 주목 이 있다. 교육 콘텐츠의 내용이 일상 이지

않거나 학습자의 자발 이해가 힘든 주제인 경우 객

실성을 토 로 이미지를 구 하는 것이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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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ypes and Features of Pataphor7)

Type Feature

Realistic

Reenactment

(Observational

Reenactment)

Pataphor of

Duplicated

Reality

Express reality by aesthetic

· technological ways

Pataphor of

Reflected

Reality

Express image based on

reality · fact or focused on

surface similarity

Characteristic·

Psychological

Reenactment

(Speculative

Reenactment)

Pataphor of

Metamorphosed

Reality

Reenact reality partially,

Create meaning intentionally

Pataphor of

Artificial

Reality

Express reality that is hard

to explain by artificiality

with extended meaning

[Fig. 3]의 원자력 에 지에 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Rosatom Floating NPP”(좌)는 일상 이지 않은 원자력

에 지에 한 원리를 실 공간 심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실을 복제하듯이 표 한 콘텐츠이다. 이 타포

유형은 향후 HMD를 활용한증강 실기반의 교육 콘텐

츠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할것이라 단된다. “우리주변

의 에 지”는가정내 사용되는에 지를 설명하기 해

가정을 실 이면서 부분 으로 표 한 실 반

타포의 사례이다.

[Fig. 3] Mobile Contents “Rosatom Floating NPP”

(Left), “Energy around Environment”(Right)

“ 실 변형 타포”와 “인공 실 타포”는 표

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특징이나 정보 달자의 의지를

반 하기 해 실을 부분 으로 변형하거나 인공 으

로 창조해 내는데 을 둔다. “ 실 변형 타포”는

콘텐츠의 성격이나 정보 달자의 의도를 달하기 해

의도 으로 의미를 생성하고, 이를 강조하기 해 실

을 부분 으로 재 한다. “인공 실 타포”는 실에

7) 철학  미 어 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시뮬라시 (Simulation)   단계(“실재   

미지”, “변질  실재  미지”, “실재  재를 폐

하는 미지”, “실재  무 한 미지”)  (2016)  

재 , , 복사, 시뮬 에 한 내용   재

[12]. 

서 가시 으로 볼 수 없거나 드러나지 않는 사실에 해

설명하기 해 의미를 확 하고, 이를 설명하기 한 강

제 시공간을 만들어 표 한다.

[Fig. 4] Junior Naver ‘Kongyoungnara’(Left), 

Educational Contents “Solar System” 

(Right)(Output of Lesson Information 

Design)

[Fig. 4]의 과학교육콘텐츠 “태양계”는 실 으로 존

재하지만 가시 으로 볼 수 없는 태양계에 해 설명하

기 해이를 조망할 수있는우주선내부의공간을인공

으로 만들어 련 내용을 확 ·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축한 “인공 실 타포”를 메인 인터

페이스로 활용한 사례이다.

“ 실 변형 타포”는 과학 교육 콘텐츠에서 활용도

가 상 으로 높은 유형으로 [Fig. 4]의 우측 이미지, 주

니어 네이버 공룡나라와 같이 부분 실과 과학의 공

간을 첩시키는 방법이다. 콘텐츠의 내용이 비교 이

해하기 쉽고, 학습자에게 친숙도가 있는 경우에 이 유형

을 주로 활용한다. 향후 체험형 시 공간이나 콘텐츠에

서 자유로운 조작과 창의성을 해 활용도가 높아 질 것

이라고 단된다.

5. 결

과학 커뮤니 이션 방식으로서 ‘ 타포(Pataphor)’의

개념을 정의하고, 과학 교육 콘텐츠 디자인 에서

타포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문학에서 처음 제시

되었던 개념인 ‘ 타포’를 콘텐츠 디자인 으로 고찰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과학교육

패러다임과 콘텐츠 제작 기술의 발 에 따른 디지털 과

학교육 콘텐츠의 인터페이스 도구로 타포 이미지가

학습자의 커뮤니 이션 도구로 합하다고 단된다. 과

학의 화와 실감미디어의 활용으로 인해 학습자는 가

상과 실을 첩시키는 시공간에서 존감을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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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조작을 할수 있게되고그로 인해 흥미를 갖고

탐구를 쉽게 할수 있게 된다. 둘째, 타포의 네가지 유

형은 과학교육 콘텐츠의 매체 특성이나 교육 분야의

교육 목표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다르다. 실감미디어와 같

이 매체 조작의 요성이 요한 콘텐츠나 콘텐츠의 내

용이학습자에게낫선 주제일 경우 “ 실 복제 타포”

의 활용도가 높으며, 메시지 심과 자유도가 높은 미디

어를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 실 변형 타포”의 활

용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 매체에 따

른 타포의 활용에 한 구체 인 연구에 한 필요성

을 발견하 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콘텐츠에 한 인

지과정에 따른 타포의 활용 방법 는 게이미피 이션

(Gamification)과 같은 콘텐츠 제작 방법과 타포의 활

용 방법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하 다. 향후 가상

실, 증강 실, 게임, 시 , 에듀테인먼트 등에서 타

포의 활용방법에 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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