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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아동 51명을 대상으로 키보드의 특정버튼(Enter, 숫자키, 방향키),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오른쪽버튼과 왼쪽 버튼의 조

작 시간을 체크하여 각 인터페이스별 조작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시간에는 월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보

다는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반응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키보드버튼조작 평균 반응시간2.97초(5.62),마우

스포인터조작 반응 평균 반응시간 58초(.43), 마우스버튼조작 반응 평균 반응시간 3.02초(1.49)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조작 

시간 편차가 큼을 고려할 때, 기본인터페이스 조작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 서론 

  현대사회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

집하고 주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강조되는 

지식정보사회이다[1]. 2010년 5월 현재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81.8%이며,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은 77.8%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다. 특히 3-9세 아

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85.5%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현황은 7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흐름은 아동을 대상으로한 콘

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인터넷 이용

을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인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조작

하는 능력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는 아동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본적인 조작능력을 파악

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본 인터페이스 구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두 곳과 보육정

보센터 한 곳을 통해 만4세에서 만6세 아동 51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남아는 40명(78.4%), 여아는 11

명(21.6%)이다.

2. 연구도구

  아동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조작능력을 분석하기 위하

여 키보드의 특정버튼(Enter, 숫자키, 방향키) 조작, 마

우스 포인터 조작, 마우스 버튼 조작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조작능력 분석을 위한 프

로그램은 키보드 조작(4), 마우스 포인터 조작(3), 마우

스 버튼조작(8)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 1. 조작능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3. 연구절차

  어린이 전용컴퓨터 LLUON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아동의 기본 정보(월령, 성별, 기관)는 성인이 

입력하였고, 키보드의 Enter 미션부터 순차적으로 아동

이 혼자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수행한 결과는 

초단위로 자동 산출되어 코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조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조작항목별 아동의 첫 반응시간을 

비롯하여 버튼을 눌렀을 때의 지속시간, 반복테스트의 



한국콘텐츠학회 2011 춘계종합학술대회 532

미션수행 간격 시간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아보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작능력의 차이는 t-test룰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테스트별 반응속도

  연구결과 제시된 미션에 대한 키보드와 마우스의 반응

속도는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래프 내 표기되지 않는 키보드 반응속도 40.46, 9.22

▶▶ 그림 2. 테스트별 반응속도 상자도표

  인터페이스별 반응속도는 마우스 포인터 조작이 

.58(.44)초로 가장 빨랐으며, 그 다음으로 마우스 버튼 

반응속도 3.02(1.49)초, 키보드 반응속도 2.97(5.62)초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키보드로 미션에 반응하는 것보

다 마우스로 반응하는 것이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보드 미션에선 ‘숫자키’를 이용한 미션이 6.71(21.74)초

로 미션 중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버튼 지속 시간

  키보드, 마우스의 버튼 지속시간은 다음 그림3과 같다.

 

▶▶ 그림 3. 인터페이스별 버튼 지속 시간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있는 평균 시간은 .27(.18)초로 

가장 적은시간동안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우

스 버튼의 경우 오른쪽 버튼 .32(.17)초 왼쪽 버튼 

.34(.19)초로 나타났다. 버튼을 누른 지속시간이 모두 1

초 미만으로 아이들이 버튼을 누르고 반응하는 시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작능력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제시된 상황에 따른 컴퓨터 인터페이스 조작

능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각 항목의 최소값과 최

대값 사이의 편차가 큼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재희(1997)의 연구에서 컴퓨

터 활동 횟수가 5회 이상이 될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컴퓨터 반응경험 유

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컴퓨터 활동 겸험에 대한 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

지 못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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