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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수매체로서의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매체를 통

합하여 한 화면에 제시하고, 텍스트이외에 그래픽,

사운드, 사진, 동영상 등의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하

고 표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질 높은 음향

이나 영상 표현이 가능하며 지각적 이해를 달리하는 

정보를 스크린화면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시스템은 유아들에게 학습을 재미있게 

해주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학습과정 중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학습동기를 북돋아 

준다.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살린 교수매체의 장점을 

보면 대부분의 매체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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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각적 자극요소를 강

조함으로써 과제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멀티미디

어가 학습의 흥미를 도와주므로 대부분의 유아들이 

전통적인 교수를 할 때보다 학습행동에 있어 좀 더 

자발적인 흥미를 보인다[1].『멀티미디어(multime-

dia) 교육의 발전은 어린이가 영어 동화책을 스마트

기기로 보면서 원어민 음성지원이나 애니메이션 효

과, 영어단어 게임까지 가능한 어린이 교육용 앱

(app)이 등장했다.』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로 영

어 동화책을 읽다가 해당 문장에 손가락만 갖다 대면 

원어민이 직접 읽어주기도 한다. 원하는 부분을 반복

해서 들을 수도 있고, 동화 속 등장인물이나 배경에

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입혀 아이들은 마치 움직이는 

동화책을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감상할 수도 있다.

기존 동화책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질감도 느끼

지 않으며 동화책 속 내용을 단어 게임으로 만들어 

학습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학습효과와 재미를 동시

에 잡았다는 평가다[2]. 최근에는 교구를 가지고 놀

면서 배변활동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과 변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형태로 

아이가 흥미를 갖고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책과 

영상교재를 통해 배변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콘텐츠도 출시되었다[3].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방법

을 지향하는 멀티미디어 교육은 유치원 교육에서 더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를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아 때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아이의 발달에 부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보다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

성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중

요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유

아들의 연령에 적합한 소재의 멀티미디어 구성, 생동

감이 넘치고 상상력을 이끌 수 있는 영상자료 제공은 

교육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4]. 멀티미디어는 

시각과 청각의 자극에 민감한 유아에게 음향 및 색

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함으로써 흥미와 동기를 줄 

수 있고, 학습 시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준다[5].

멀티미디어는 단순한 문자 제공만이 아닌 소리, 동영

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실감나게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주제에 대해 쉽게 이해함으

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6]. 멀티미디

어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개인의 사전지식 정도나 능

력에 맞추어 최상의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정

보의 검색과 재구성이 가능하다[7]. 유아를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활용 결과를 살펴보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활동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리더십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8],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은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 발

달에 효과적이고[9],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통합적 교

수·학습은 유아의 학습 흥미를 높이는데 긍정적[1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통

해 집중 시간이 짧고 흥미로운 수업을 요구하는 유아

들에게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11]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유아기는 전

인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멀티미디어를 활용

한 교육은 유아 성장 발달에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신체 언어 인지 사회 발달을 강화시킬 수 있도

록 상호 학습을 제공하고 각 영역에 통합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유아교육기관에서 컴퓨터 활용을 하

는 아이를 관찰한 결과 아이들은 서로 가르쳐주기,

도와주기, 의논하기 등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상호

작용을 자주 시도해 컴퓨터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

매 역할을 한다. 멀티미디어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

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데 좋은 

매체이다.』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신체 내부를 보여

주거나 재난 안전 교육 시에도 좋은 도구가 된다. 멀

티미디어 매체를 무조건 멀리하기보다는 적극적으

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알

려주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과 유치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 지도

서에도 DVD를 통해 교사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교사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이

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아교육에도 누리과정을 

통해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과정을 유아들에게 교육

하고 있다. 생활주제 중 생활도구로서의 미디어를 활

용해 유아들에게 멀티미디어 환경을 친숙하게 인식

시키고 있다. 5세 누리과정에서는 생활 속의 미디어 

알아보기, 미디어가 생활에 주는 유익함 알기, 미디

어 유용하게 활용하기, 미디어 바르게 사용하기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유아들의 경우, 만 5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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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 생활주제 제6권 생활도구에서 ‘생활도구로서

의 미디어’라는 주제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12]. 이 

활동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창의적인 체험활동 

수업과 이어져 ‘즐거운 컴퓨터’라는 수업과 연계된

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유아들에게서 초등

학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유아용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달도 다양한 분야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멀

티미디어 전공자가 아닌 유아교사가 유아용 멀티미

디어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해야만 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많은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의 멀티미디어 학습은 주로 누리과정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참고하거나 유아교육 현장의 특색에 맞게 누

리과정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

다. 대부분의 교육이 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

용 능력은 대학시절 유아교육전공 학과에서 멀티미

디어 관련 교과의 학습에 의해서 향상되거나 유아교

육 현장에서 선임자들에게 배워서 향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사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입사 후 바로 유아들에게 멀티미디

어 활용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정기간의 

시행착오 없이 유아들에게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시절에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물어본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 교사 

거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교사 

연수의 기회를 더 늘리고,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멀

티미디어 활용의 예시 등을 제공하여 현장 교사들의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4].

누리과정 시행 이후, 수업시간 및 행정관련 업무 시

간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육활동 시 가장 선호하는 참고자료는 인터넷

이었으며, 실제 컴퓨터 교육용 CD(DVD)와 컴퓨터 

인터넷을 교사의 70%이상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11]. 누리과정 적용대상은 유치원 8,500여개(원아 

610,000여명, 교원 42,000여명)에 달한다. 멀티미디어

를 활용한 교육 환경은 전통적인 환경과 비교하여 

많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매체의 속성에 의하여 교사 강의 주도에 의한 일방적

이고 평면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적이고 입체적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보다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의 혁신적 개선이며,

멀티미디어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교수·학습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추어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개

발되어야 하며[13], 멀티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능력

을 함양하는 것이다[28].이러한 실질적 교수·학습 방

법의 일환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

하여, 정보에 감성과 시각 자료를 더해서 기억에 도

움을 주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정

보라도 시각적 인터페이스의 구성에 따라 학습자의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불필요한 시각요소

를 최소화하고 필요요소를 최대화하여 명확한 의사

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메시지 전달이 효과

적이며, 그림과 문자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단기기억

을 장기기억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정보를 강

화시켜 기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오감을 통한 자극을 수용하며 오감 중 70~80%를 시

각에 의존한다. 인간의 시각 기관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사물의 크기, 형태, 색상 등과 함께 공간에 

있어서의 위치와 운동 정보를 분석하여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한꺼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눈에 의한 

지각처리과정에는 생리적 단계뿐만 아니라 사고, 기

억과 같은 인지적 처리도 포함된다. 인간은 시각의 

영역에서 받아들인 이미지를 1차적으로 지각영역에

서 인지하며 2차적으로 뇌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과

정을 거친다. 여기서 눈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을 

시각(vision)이라 하고, 감각정보를 해석하여 조직화

하고 대상이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지각;

perception)을 거친다. 이 과정을 시지각(visual per-

ception)이라고 하며[15], 시지각(visual perception)

을 통해 학습자는 기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시지각의 핵심이론이다. 이런 이유로 시지각법

칙은 시각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분야와 학

습자의 학습능력향상을 지향하는 교육 분야에서 많

이 활용되었다. 시지각을 활용한 연구는 디자인 분야

와 교육 분야 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 왔다. 시지

각법칙을 활용한 디자인분야에서는 시지각 법칙의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디자인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



111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7호(2017. 7)

와 대중에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제시한 

‘게슈탈트의 시지각 법칙이 심벌마크의 조형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가 있다[16]. 시지각 법칙을 활용한 교육분야

에서는 특성화 고교의 인터페이스 교육을 위한 시지

각 이론을 적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을 제안하고 실행한 후 수업에 임한 학생들의 설문과 

결과물로 프로그램을 검증한 ‘게슈탈트 시지각법칙

을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시각화능력에 탁월한 게슈탈트 시지각 

법칙을 적용하여 응용력과 시각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웹 GUI(Graphic User Inter-

face)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흥미 유발이나 동

기 부여를 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지

각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에 시지각 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지각 

법칙에 기반한 디자인 및 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유치원 현장 멀티미디어 활용

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후,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

심으로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을 향

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

재 개발의 주 내용은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이며, 설계된 교

육 자료를 예비유아교사에게 학습하도록 한 후 효과

를 알아봄으로써 디자인적 관점과 교육저 관점을 통

합하는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

지각 인터페이스 이론은 시청각적 학습의 효과를 긍

정적으로 본 심리학자 데일(Dale, 1954)의 ‘경험의 원

추’ 이론과 유아들의 학습수준을 연령별 교육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아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감상자가 프레임 상에 존재하는 도형의 변화를 자의

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 재해석을 통해 작품을 이해

한다는 시지각 원리인‘게슈탈트(Gestalt)의 시지각 

이론(Visual Perception Theory)’과 시각적 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강조한‘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시지각 균형이론(Visual Sensory

Perception Theory)’, 프레젠테이션의 준비단계에서 

발표단계까지의 디자인의 절제와 단순, 자연스러움

을 강조한‘가르 레이놀즈(Garr Reynolds)의 프레젠

테이션 젠(Presentation Zen)’이론이 있다.

위 이론을 바탕으로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으

로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

한 교재를 개발하고, 9가지 수업의 사태에 따른 가네

(Gagné, 1965)의 학습모형을 이용해 예비유아교사

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설계하여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한 

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모형

2.1.1 ADDIE 모형

ADDIE 모형은 교수체계설계 과정의 일반적 형태

를 나타낸,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대부

분의 현존하는 다른 교수 설계 모형은 ADDIE 모형

에서 파생된 것이거나 이를 변형시킨 모형이다. 여기

서 다른 모형은 ADDIE모형을 세분화한 Dick &

Carey나 Kemp의 교수설계 모형을 의미하고, ADDIE

의 발전된 형태로 꼽히는 것은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 Rapid Prototyping)이다.

Fig. 1과 같이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Fig. 1. A Basic Model for the Design of instructional systems : ADD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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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

uation)의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를 나타내는 영

어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ADDIE라고 부르게 된다.

이 5개의 단계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

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 사이클을 돌아 나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다음 사이클의 분석에 

넣어 개선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각 단계는 피드백과 수정의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17].

2.1.2 켈러의 모형

학습동기를 향상함으로써 자발적 학습을 돕고자 

하는 Keller(1979, 2000)의 모형에서는 Fig. 2와 같이 

4단계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A 주의집중

(attention), R 관련성(relevance), C 자신감(confi-

dence), S 만족감(satisfaction)단계이다. 이모형에서

는 학습 대상인 유아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18].

2.1.3 가네의 모형

가네(Gagné, 1965)는 학습의 조건(The Condi-

tions of Learning)에서 학습의 일반적인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학습능력이 낮

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 둘

째로 모든 지식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학습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기술이나 학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로 주어진 과제는 복잡성의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학습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넷째로는 

효과적인 학습과제의 처리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

적 능력과 연령을 고려하여 학습 유형을 단계별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19].

가네는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

기능 등 이러한 5가지의 능력이 9가지 수업의 사태에

서 시현될 때 습득되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업사태라는 말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

습자 상황과 과제의 위계를 고려하여 시공간적 학습 

분위기를 제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

습이 의도하는 5가지 능력 즉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기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표에서 제시한 9가지 수업의 사태들

은 하나의 학습능력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수 방법을 

조직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20, 21, 22,

23].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텔레비전을 접하게 

되며, CD나 라디오의 음악으로 자장가를 듣게 된다.

광고 화면을 통해서 리듬 감각과 율동을 익히고 텔레

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과 함께 동화를 듣

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유아의 생활 속에 하나

의 생활환경으로 자리를 잡아 사회를 경험하고 지식

을 배워나가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2.2. 5세 누리과정과 시지각

2.2.1 5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멀티미디어 활용교육은 5세 누리과

정 교사용 지도서 제6권에서 ‘생활도구’라는 생활주

제에 잘 나타나 있다. ‘생활도구로서의 미디어’라는 

주제로 소주제는 첫 번째 생활 속의 미디어 알아보

기, 두 번째 미디어가 생활에 주는 유익함 알기, 세 

Fig. 2. Model of K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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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미디어 유용하게 활용하기, 네 번째 미디어 바

르게 사용하기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생활 주변

에서 사용되는 미디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을 비롯하여, 미디어의 변천과정, 생활에 필요한 

미디어의 사용, 미디어의 편리함, 미디어를 통한 다

양한 세계, 미디어의 소중함, 미디어의 사용법, 다양

한 목적과 정보 검색을 위한 미디어의 활용, 미디어

의 올바른 사용법, 미디어 예절 등을 포함하고 있다

[12]. 피아제는 오든 아동의 인지발달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

작기 및 형식적 조작기 등의 4단계를 거친다고 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부

터 약 2세까지의 시기를 감각 운동적 협응을 통해 

사고고 이루어지는 감각운동기(Sensorimotor peri-

od), 2세부터 6세경까지의 시기를 내적 표상이 가능

하지만 정신적 조작수준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

인 전조작기(Preperational period), 6세부터 12세경

까지의 시기를 정신적 조작수준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그리고 12세 이후부터 성인에 이

르는 시기를 언어와 가설설정 등의 추상적 조작이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하고, 도구를 활용하여 여

러 가지 조작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

까지 주의 깊게 듣고,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황

에 맞게 말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내적 표상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조작수준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전조

작기(Preperational period)의 특징을 가진 5세 누리

과정 유아로 연구대상을 제한한다.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

한 교재개발에 들어갈 내용은 유아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5세 누리과정 지도서의 11가지 생활주제 

중 5가지 생활주제로 제한하여 유아 멀티미디어 교

육 자료 설계에 활용한다. 5가지 주제로 제한한 이유

는 15주간의 대학 수업시간 중 10주간은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시지각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방법적인 

기능을 완전히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남은 5주

간을 이용해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완성하고

자 한다.

2.2.2 시지각

시지각(Visual perception)은 보는 것에 이해를 포

함하는 매우 복잡하고 통합적인 활동이며, 몇 개의 

하위 기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시

지각은 3세반∼7세반 경에 최대로 발달되고 시지각

이 완성되는 시기는 11∼12세이다. 시지각의 발달은 

단지 시각 정보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이나 

촉각 등의 다른 감각 정보도 기초가 되는 것이 많으

므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24]. 아동의 시지각 발달

은 4∼9세의 시기는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는 시기이

다. Willian(1983)에 따르면 도형-배경(Figure-

Ground)은 3∼5세 사이에 증가하고, 6∼7세 정도가 

되면 안정된 성장이 된다. 형태 항상성(Form

Constancy)은 6∼7세 사이에 극적으로 발달하고, 8

∼9세 이후에는 적은 증가가 있다. 공간에서의 위치 

정하기(Position in Space)는 7∼9세 정도가 되면 발

달적으로 완성이 된다. 공간관계(Spatial Relation-

ships)는 10세경까지 발달한다고 한다. 시지각 영역

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7세가 시지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지각

적 관점에서 볼 때 4∼9세의 시기는 시지각 발달이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지각 발

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Golin(1960)은 친숙한 

물체의 불완전한 선 그림을 이용해서 아동의 시각 

통합(Visual Closure)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물체를 

인식함에 있어 4세 이하의 아동들은 4세나 5세 아동

들 보다 더 완성된 그림을 필요로 했다. 또한 Prather

와 Bacon(1986)은 3세 아동들은 일반적인 사물의 전

체 형태에 맞는 부분들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다고 보고했다. 11세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은 부분으

로가 아니라 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발달적 경향이 다른 시지각영역에서도 나타난다. 5

세 아동의 도형-배경(Figure-Ground) 능력은 8세 

아동보다 확연히 부족하며, 5세 아동의 공간 관계와 

형태 변별 능력은 더 높은 연령의 아동이나 성인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Martin, 2006). 본 연구에서는 시지각영역에 따른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3∼7세가 시지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유치원 누리과정 중 시지

각 발달이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진 시기

인 5세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를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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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시지각 인터페이스

2.3.1 데일의 경험의 원추

데일(Dale, 1954)은 그의 저서『교수에서의 시청

각적 방법(Audiovisual Method in Teaching)』에서 

호반(Hoban)의 개념을 확장하여 시청각자료를 구체

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이를 ‘경

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라고 한다. ‘경험의 

원추’ 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교재가 학습자에게 제공

하는 경험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의 관점에 따라 

교재의 속성을 규정한다[25].

데일은 Fig. 3과 같이 경험의 원추에서 학습경험

을 11단계로 분류한다. 이것은 3가지 학습 형태로 나

누면, 첫 번째 행위에 의한 학습, 두 번째 영상을 통한 

학습, 세 번째 추상적, 상징적 개념에 의한 학습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경험의 원추는 학습자가 가지는 경

험을 추상적 단계, 영상적 단계, 행동적 단계로 나누

고 있는데, 직접적 경험을 통한 행동적 단계에서 시

청각적 자료를 통한 경험이나 관찰을 통한 영상적 

단계, 그리고 언어와 시각기호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

는 상징적-추상적 단계로 진전되면서 개념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실제

행동으로 경험하고(행동에 의한 학습), 매체를 통해

서 보고 들으며(관찰에 의한 학습), 언어에 의한 상징

화 과정(추상에 의한 학습)을 통해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2.3.2 게슈탈트의 형태 지각론

본 연구는 유아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설계에 있

어서 시각적 표현방법의 일환으로 인간의 시지각 법

칙에 근거한 게슈탈트(Gestalt) 이론을 Table 1을 활

용한다.

그 중 첫 번째 이론인 근접성의 법칙은 보다 가까

이 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각요소들은 패턴이

- Verbal Symbols

- Visual Symbol

- Recordings Radio Still Pictures

- Motion Pictures

- Educational Television

- Exhibits

- Study Trips

- Demonstrations

- Dramatized Experiences

- Contrived Experiences

- Direct Purposeful Experiences

Fig. 3. Dale’s Cone of Experience.

Table 1. Gestalt's Five Laws of Visual Perception

1 2 3 4 5

Law of Proximity Law of Closure Law of Similarity Law of Simplicity Law of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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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룹으로 보여 질 가능성이 크다는 법칙이다. 비

슷한 모양이 서로 가까이 붙었을 때 관찰자가 그 모

양들을 동일한 형태의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근접성과 면적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간의 면적이 작

으면 작을수록 그것이 형태로 보여 지는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면은 선으로 둘러싸여지는데 이러한 선

들의 근접성이 크면 클수록 선 안의 면이 모양으로 

보여 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론인 폐쇄성의 법

칙은 근접성과 더불어 지각된 형에서 나타나는 특성

이다. 관찰자는 불완전한 형이나 그룹들을 [폐쇄]하

거나 완전한 형이나 그룹으로 완성해서 보려는 경향

이 있다. 시각적 요인들이 어떤 형태의 연관된 부분

으로 보일 때 이를 완성된 형태로 보려는 경향이 있

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유사성의 법칙에 따르면 관찰

자는 비슷한 모양의 형이나 그룹을 다 함께 하나의 

부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구성이나 형의 표면에 색

채, 질감, 명암, 패턴 등이 적용되면 그것들은 더욱 

지배적인 그룹으로 지각된다. 네 번째 단순성의 법칙

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가장 단순한 쪽으로 

인식하게 된다. 다섯 번째  연속성의 법칙은 형이나 

형의 그룹들이 방향성을 지니고 연속되어 보이는 방

식으로 배열된 것이다. 이것은 형이나 형의 그룹들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다.

게슈탈트 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시각적 진실은 사

진이나 원급법과 같은 사실적인 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지각은 정확도나 완성도보다 오히려 표현을 

전달하는 명확한 구조적 특징에 더 의존한다. 지각 

행위는 의미 있는 구조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게슈탈트 이론은 단

순히 형태의 개념이 아니라 구조의 개념이 강조되는 

전체가 핵심이다. 분리된 감각의 충적으로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전체로서 지각한다

는 이론이다[26]. 본 연구에서는 게슈탈트(Gestalt)

의 5가지 시지각(근접성 폐쇄성 유사성 단순성 

연속성) 법칙을 적용하여 시지각 구성요소들의 질

서와 종합적인 조직화를 통한 확실한 의사전달을 함

으로써 유아들의 학습력 증진을 위해 유아 멀티미디

어 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한다.

2.3.3 루톨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시지각 

균형이론

시각적 요소들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규칙들은 모

두 디자이너가 개념을 설정하고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물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디자인을 

위한 도구이며,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전문화되어 

있다. 균형, 즉 축을 중심으로 한 구성의 시각적 무게

는 배열과 그 배열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크게 좌

우된다. 대칭은 균형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형태로 

디자인 요소들이 좌우 동형으로 배치된 구성이다. 구

성 요소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균형 배치 연속성 

스케일 비례 등이 있다[26]. 균형감은 인간이 태

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익히게 되는 감각이다. 가

로수 길을 걷다가 나무가 쓰러져 있다던가, 산에서 

바위가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며 주

의를 그곳에 기울이게 된다. 이는 균형이 어긋나 있

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려는 선천적

인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보호 차원은 아

니더라도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도 신경을 쓰며 

바로 잡으려고 한다. 이러한 우리의 균형 감각은 물

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에서

도 그대로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다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27].

2.3.4 가르 레이놀즈의 프레젠테이션 젠

가르 레이놀즈(Garr Reynolds)의 프레젠테이션 

젠(Presentation Zen)은 프레젠테이션의 준비, 디자

인, 발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디

자인하고 발표할 때에 절제, 단순함, 자연스러움의 

원리를 알려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

으로 한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을 위한 교재개발, 개발된 교재의 효과검증의 순으로 

Fig. 4와 같이 진행된다.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

으로 한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을 위한 교재개발을 위해 ADDIE 모형으로 예비유아

교사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Keller

(1979, 2000)의 모형과 가네(Gagné)의 모형으로 유

아용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설계한다. 설계 시 5세 

누리과정 지도서 생활주제를 바탕으로 시지각 인터

페이스 이론인 데일(Dale)의 경험의 원추 이론, 게슈

탈트(Gestalt)의 시지각 이론, 루돌프 아른하임

(Rudolf Arnheim)의시지각 균형 이론, 가르 레이놀



1121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즈(Garr Reynolds)의 프레젠테이션 젠(Presentation

Zen) 이론을 활용한다. 개발된 교재의 효과검증을 위

해 3년제 대학의 예비유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대학 교과과정 내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한다.

3.1 교수·학습 모형 선정 및 수업 자료 설계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예비유아교사

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

기 위해 유아교사의 유치원 현장 멀티미디어 활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 예비유아 교사 멀티미디어 교수 

학습 모형을 설계, 유아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

료를 개발, 개발된 교재의 효과를 검증 순서로 연구

를 진행한다.

3.1.1 예비유아교사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모형

예비유아 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수·학

습 모형 개발을 위해 교수체제설계의 기본 모형인 

‘ADDIE 모형’을 활용한다.

Fig. 4.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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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ADDIE 모형 활용 범위는 유치원 현장

의 요구도와 예비유아교사의 환경, 직무 및 과제 분

석(Analysis), 유아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설계

(Design),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

상을 위한 교재 개발(Development), 예비유아교사

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수업 실행(Implementa-

tion), 멀티미디어 전문가 집단의 수업 내용 평가

(Evaluation)단계로 이루어진다.

3.1.2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교수·학습 모형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를 위해 고려되어

야 할 점은 유아들의 학습동기를 향상함으로써 자발

적 학습을 도와야 된다는 것과 유아의 언어정보, 지

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기능 등의 5가지 능력이 

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

급한 두 가지를 만족 시킬 수 있는‘Keller(1979, 2000)

의 ARCS모형’과 ‘가네(Gagné, 1965)의 모형’을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교수·학습 모형에 활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켈러(Keller)의 ARCS모형 활용 범위

는 유아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설계 시 학습목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주의집중(attention)단계,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는 관련성(relevance)단계, 학

습목표를 실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칭찬함으로 

자신감을 부여하는 자신감(confidence)단계, 위 3가

지를 만족할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전감을 심

어주는 만족감(satisfaction)단계를 포함한 네 가지 

단계이다.

3.1.3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수업자료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시지각 인터페이스 이론을 중심으

로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설계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 지도서 생활주제 11가지 중 5가지 주제(유

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건강과 안전)를 선정한 후, 시지각 인터페이스 이론

인 데일(Dale)의 경험의 원추 이론과 게슈탈트의 시

지각 이론,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균

형 이론, 가르 레이놀즈(Garr Reynolds)의 프레젠테

이션 젠(Presentation Zen) 이론을 활용하여 유아 멀

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설계한다. 데일(Dale)의 경험

의 원추(Cone of Experience) 이론은 Fig. 5와 같이 

유아들의 개념 형성과 추상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

한 학습, 행동에 의한 학습 4단계로 단계별 학습에 

활용한다. 언어에 의한 상징화 과정을 거쳐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과정을 거쳐 실제 행동으로 경험하

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기억과 학습 증진에 도움을 

준다.

게슈탈트의 시지각 이론인 근접성의 법칙(Law of

Proximity), 폐쇄성의 법칙(Law of Closure), 유사성

의 법칙(Law of Similarity), 단순성의 법칙(Law of

Simplicity), 연속성의 법칙(Law of Continuity)을 

Fig. 6과 같이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에 활

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시각적 흥미를 느껴 학습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균형 이론의 

시각적 무게의 요소와 시각적 방향 요소를 활용하여 

시각적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 시 균형의 원

리를 잘 이용하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

도 있고, 불균형을 이용하면 주의 시선을 집중 시킬 

수 있다.

Fig. 5. Theory of Dale’s Cone of Experience.

Fig. 6. Gestalt's Five Laws of Visu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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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에는 멀티미디

어 제작의 능력 이외에도 제작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유아들에게 발표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프레

젠테이션 젠(Presentation Zen)’은 교육용 자료의 준

비, 디자인, 발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용 자

료를 디자인하고 발표할 때에 절제, 단순함, 자연스

러움의 원리를 알려준다. Fig. 8과 같이 절제, 단순함,

자연스러움의 이론을 유아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 유

아용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에 활용한다.

3.2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재 개발의 적용

3.2.1 연구대상

시지각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활

용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교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3년제 대학 예비유아교

사로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

과 통제집단(controlled group)으로 나누어 멀티미디

어 활용 수업이 포함되어있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

학’ 수업시간에 주별 학습내용에 맞추어 수업을 실시

한다.

3.2.2 연구도구 

대학 강의가 보통 15주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제외한 13주 중에 수업 후반

부에 해당되는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시간을 실험집

단(experimental group) 20명에게 개발된 교재로 5

주간 10시간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15주차 

기말시험테스트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시켜 멀티미

디어 강의경역 10년 이상의 전문가 그룹 5명이 그 

결과물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항목은 시지각 인터페이스의 표현 기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항목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구성되었

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 누리과정 5세 유아용 생활주

제의 적합한가? 두 번째, 주제에 적합한 자료수집 능

력이 있는가?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능력이 

있는가? 네 번째, 표지디자인은 주제에 적합한가? 다

섯 번째, 표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능력이 

있겠는가? 여섯 번째, 유아들이 표지 디자인에 흥미

를 느낄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내지디자인은 주제에 

적합한가? 여덟 번째, 내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레이

아웃 능력이 있는가? 아홉 번째, 유아들이 내지 디자

인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겠는가? 열 번째, 멀티미디어 

기능을 주제에 맞게 활용했는가? 를 묻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첨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2.3 자료 분석

실증 분석을 위해 개발된 교재의 효과 검증에 앞

서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로 신뢰도를 측정하고, 실험집단(ex-

perimental group) 20명과 통제집단(controlled group)

20명에게서 관찰되는 어떤 변화에 따른 결과적 효과

(종속변수에 의해 측정됨)와 비교된다. 위와 같은 절

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코딩한 후, 코딩된 자료들

을 통계분석 하여 주어진 가설들을 검증한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다. 실증분

석을 위해서 SPSS/PC+ ver 21.0(for Windows)을 

사용한다.

4. 연구 결과

4.1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

한 교재개발

Fig. 7. Rudolf Arnheim's Equilibrium theory.

Fig. 8. Theory of Presentation 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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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예비유아교사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모형 

개발

예비유아 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수·학

습 모형 개발을 위해 교수체제설계의 기본 모형인 

‘ADDIE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ADDIE 모형 활용 범위는 유치원 현장

의 요구도와 예비유아교사의 환경, 직무 및 과제 분

석(Analysis), 유아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설계

(Design), 예비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

상을 위한 교재 개발(Development), 예비유아교사

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수업 실행(Implementa-

tion), 멀티미디어 전문가 집단의 수업 내용 평가

(Evaluation)단계로 이루어진다.

4.1.2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설계는 유아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함으로써 자발적 학습을 돕고, 유아의 언

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기능 등의 5

가지 능력이 9가지 수업의 사태에서 시현될 때 습득

되어 질 수 있도록 ‘Keller(1979, 2000)의 모형’과 ‘가

네(Gagné, 1965)의 모형’을 Table 2와 같이 활용한다.

켈러 모형의 활용 범위는 유아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설계 시 학습목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주의집중(Attention)단계,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는 

관련성(Relevance)단계, 학습목표를 실천하고 피드

백을 제공하고 칭찬함으로 자신감을 부여하는 자신

감(Confidence)단계, 위 3가지를 만족할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전감을 심어주는 만족감(Satisfac-

tion)단계이고, 가네 모형의 활용 범위는 유아학습모

형의 기본에 준하여 9가지 수업사태에 따른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4.1.3 개발된 교재의 효과 검증

개발된 교재의 효과 검증에 앞서 SPSS 21.0 프로

그램을 이용해 Table 3과 같이 크론바흐 알파(Cron-

bach’s α)로 신뢰도를 측정한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5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이 

.962 > .7이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로 전문가 간 신뢰도

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

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업 

평가 자료를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

립표본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수업 평가 결과는 전체 10문항 전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 누리과정 5세 유아용 생활주제의 적합성

은 실험집단(M=4.49, SD=.659)과 통제집단(M=3.53,

SD=1.1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7.328, p<.001).

문항 2. 주제에 적합한 자료수집 능력은 실험집단

(M=3.87, SD=.81)과 통제집단(M=3.34, SD=.9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368, p<.001).

문항 3.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능력은 실험집단

(M=3.75, SD=.88)과 통제집단(M=3.11, SD=1.0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638, p<.001).

문항 4. 표지디자인의 주제 적합성은 실험집단

(M=3.59, SD=1.03)과 통제집단(M=3.09, SD=1.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321, p<.005).

문항 5. 표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능력은 

실험집단(M=3.59, SD=.92)과 통제집단(M=3.16, SD=

.87)은 통계적으로 유이한 차이가 나타났다(t= 3.386,

Analysis → Design → Development → Implementation → Evaluation

An Analysis of Teacher's 
Demands for the Field of 
Kindergarten, the 
Environmental 
Environment of 
prospective kindergarten 
teacher, and Task Tasks

⟷ School multimedia 
instructional 
materials design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ltimedia 
Technology for the 
Multimedia Utilization 
of prospective 
kindergarten teacher

⟷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lessons 
for prospective 
kindergarten teachers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for 
Multimedia 
Professionals

Fig. 9. ADDIE Mode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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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문항 6. 유아들의 표지 디자인 흥미도는 실험집단

(M=3.48, SD=.92)과 통제집단(M=3.04, SD=1.0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169, p<.005).

문항 7. 내지디자인 주제 적합성은 실험집단

(M=3.69, SD=0.81)과 통제집단(M=2.90, SD=1.1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727, p<.001).

문항 8. 내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능력은 

실험집단(M=3.53, SD=.82)과 통제집단(M=2.89, SD=

.9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055,

p<.001).

문항 9. 유아들의 내지 디자인에 흥미도는 실험집

Table 2. Range of use. - Keller Model & Gagné model

Sortation Keller Model Gagne model Sortation

1
A

atten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data design leads to

curiosity about learning

objectives.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1

Show me your instructional

objectives (expect expectations)
2

2
R

relevance
Shows relevant video clips.

To stimulate the recall of leading

learning (playback)
3

Present stimulus (optional perception

of stimulus elements)
4

To provide learning

guidance(Storage of meaningful

information)

5

3
C

confidence

Practice learning

objectives, provide

feedback, and gives

confidence as a

compliment.

Inducement of performance(Play and

respond)
6

Giving feedback(Reinforcement) 7

4
S

satisfaction

When you satisfy three

things, you create a sense

of challenge that can be

learned by yourself.

To evaluate

performance(Regeneration by

stimulation)

8

Enhancement of Hold or

carry(Generalization)
9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method

Factors of

measurement
Scale

Number of

measured items

Measured

personnel

Reliability

measurement method

Utilized

software

Multimedia

leverage

Likert scale

(Numerical scale)
10 40 (Cronbach’s α)

SPSS 21.0

(PASW)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result

Category Scale of extinction
The scale in which the

mean item is deleted

Distributed Revised

item - Full correlation
(Cronbach’s α)

1

2

3

4

5

6

7

8

9

10

29.85

30.25

30.42

30.51

30.48

30.60

30.56

30.64

30.66

30.71

61.699

63.626

59.984

59.799

62.492

61.026

59.675

60.793

59.410

61.531

.746

.739

.880

.830

.800

.827

.876

.899

.892

.821

.962

.962

.956

.958

.959

.958

.956

.956

.956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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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M=3.56, SD=.91)과 통제집단(M=2.82, SD=1.06)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294, p<

.001).

문항 10. 멀티미디어 기능 주제 적합성은 실험집

단(M=3.36, SD=.85)과 통제집단(M=2.92, SD=1.04)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278, p<

.005).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0과 같다.

Fig. 10과 같이 결과적으로 모든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Table 5. Expert reliability verification

Sortation Metric metrics
Reliability degree

CITC α Coefficients

1 Is it suitable for child Nuri Processn-Living subject? .746 .962

2 Is there a data collection capability suitable for the topic? .739 .962

3 Do you have a presentation design ability? .880 .956

4 Is the cover design appropriate for the topic? .830 .958

5 Do you have the overall layout of the cover design? .800 .959

6 Can children feel interested in labeling design? .827 .958

7 Is the content design appropriate for the topic? .876 .956

8 Is the overall layout capability of the content design? .899 .956

9 Will infants be interested in the content of their content? .892 .956

10 Did you use the multimedia features to match the topic? .821 .959

※ Cronbach’s α= .962

※ CITC = Corrected Item Tocal Correlation.

Table 6. Application effectiveness effect

Q Group N M SD t p

1
Experimental 20 4.49 .66

7.328 .000***
Control 20 3.53 1.13

2
Experimental 20 3.87 .81

4.368 .000***
Control 20 3.34 .90

3
Experimental 20 3.75 .88

4.638 .000***
Control 20 3.11 1.06

4
Experimental 20 3.59 1.03

3.321 .001**
Control 20 3.09 1.10

5
Experimental 20 3.59 .92

3.386 .001**
Control 20 3.16 .87

6
Experimental 20 3.48 .93

3.169 .002**
Control 20 3.04 1.03

7
Experimental 20 3.69 .81

5.727 .000***
Control 20 2.90 1.12

8
Experimental 20 3.53 .82

5.055 .000***
Control 20 2.89 .96

9
Experimental 20 3.56 .91

5.294 .000***
Control 20 2.82 1.06

10
Experimental 20 3.36 .85

3.278 .001**
Control 20 2.92 1.04

* < .01 , ** < .05 , ***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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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재가 10가지 문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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