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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교육기관은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사용 경험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어 사용성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ZOOM의 UI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른 시선추적과 학습경험을 측정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레이아웃과 학습
효과에 대한 규명을 입증하여 제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총 30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여 학습 시 시선추적과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그리드 레이아웃이 다른 레이아웃보다 감성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참가자가 그리드 레이아웃에 가장 많은 주의를 집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높은 학습경험을 위해서는 그리
드 레이아웃과 참가자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소통을 유도하는 레이아웃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학습경험, 원격강의 플랫폼, 사용성, UI디자인, 레이아웃

Abstract  In the digital era, Korean universities are using real-time remote lecture platforms as a tool 
for learning. However, it is confusing due to low usage experience problems, and usability studies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alyze, and propose gaze tracking and learning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UI design layout of ZOOM. A total of 30 subjects were selected to conduct 
eye tracking and survey when learning. The experiment showed that grid layouts have a higher 
emotional realism and learning satisfaction than other layouts. Furthermore, it turns out that 
participants focused the most attention on grid layouts. Therefore, for high learning experience, grid 
layouts and layouts that visually highlight participants and induce communication are needed.
Key Words :  Learning experience, Remote lecture platform, Usability, UI design,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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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국내 대학교육은 최근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에듀테
크(Edutech)’ 기반의 온라인 학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 에듀테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주목과 발전을 이루는 
것은 실시간 원격강의이다. 실시간 상호작용과 뛰어난 접
근성을 이유로 국내 대학들은 다양한 원격강의 플랫폼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 감염
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원격강의 수업방식을 도입한 비
대면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은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형 대학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2]. 반면, 면
대면 수업에만 익숙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전면 실시
간 원격강의로의 전환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문제
점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부재 등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 사용 경험에 대한 문제였다[3].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대학 구성원 모두 만족하는 학습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1.2 연구범위 및 목적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은 시각적, 청

각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학습하므로 플랫폼의 시스템 설
계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사용성이 달라진다[4]. 특히
나 학습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UI디자
인 레이아웃은 학습자가 정보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습
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곧 강의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5]. 잘 짜여진 인터
페이스 배치, 레이아웃 디자인은 학습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6].

2020년 Gartner Magic Quadrant의 Meeting 
Solutions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ZOOM 플랫폼이 미팅 
솔루션 분야의 리더로서 전 세계 약 3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7].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이 전면적으
로 활용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학습 효과의 장점, 쟁점
과 해결책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
다. 그러나 실시간 원격강의를 통한 학습 내용을 중심으
로 연구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매개체
인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 중 교원 73%
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ZOOM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8].
본 연구의 목적은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의 UI디자

인 레이아웃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위해 온라
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감성적 실재감과 학습만
족도, 시선추적을 통한 학습자의 사용성을 측정하는 것이
다. 이는 현재 원격강의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실
증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향후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 개
발 시 필요한 UI 레이아웃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원격강의 플랫폼

원격강의는 교육과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개념으로
써 전자적 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것으로 기술기반 교육
을 의미한다[9]. 기존에도 원격강의 학습은 널리 사용되
어왔으나, 동영상 강의를 기반으로 SNS, 이메일, 통화 등
으로 의사소통하여 제한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10]. 하
지만 최근 실시간 원격강의는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를 기반으로 하여 초창기 원격강의가 갖고 있던 
일방향성(One-way)을 극복하고 쌍방향(Two-way)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었다[11]. 이에 학습자들은 다양
한 기기를 통하여 접속하고 실시간으로 학습과 관련된 
많은 자원과 상호 작용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12]. 이러한 장점을 이
유로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은 현재 교육 분야에서 중
요한 학습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2.2 UI디자인 레이아웃
UI(User Interface)디자인은 사람과 시스템 간의 접

점, 또는 사람과 각각의 시스템 사이에서의 정보 채널이
라고 정의될 수 있다[13]. 원격강의 플랫폼의 UI디자인
을 설계하고 구성할 때에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접할 
때 받는 감성적인 반응의 심미성부터 인터페이스를 이해
하고 조작하는 사용성까지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14]. UI디자인 요소 중 레이아웃은 학습의 중요도를 구
분하고 학습자들에게 정보습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성적,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화면에 구성하고 요소를 배
치하는 것을 말한다[15]. 구성요소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시각적인 주목성 또한 달라지며 이는 사용자의 정보인지
에 영향을 미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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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성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은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콘텐츠와의 상

호작용이나 학습 분위기 등을 통하여 생성되는 개인의 
감정적인 차원이라 볼 수 있다[17]. 실재감이 높은 것은 
학습 내용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인
식과 표현을 넘어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감정관리의 능력 또한 요구된다[18]. 
감성적 실재감의 구성요소는 감정표현, 감정인식, 감정관
리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요소들의 하
위영역을 구분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Main Area Definition Subregions

Perception The extent of recognition of one's 
emotional state.

Comfortableness
Security
Interest

Expression The extent to which one expresses 
one’s feelings freely

Freedom
Diversity
Clarity

Manageme
nt

The extent to which one’s try to 
control your emotions and keep 
them positive.

Flexibility
Activeness

Table 1. Subregion of Emotional Realism

2.4 시선추적과 학습
학습에서의 주의집중은 학습자의 이해도, 학업성취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19]. 학습자에게 학습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이나 목표달
성을 위한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
고 볼 수 있다[20].

시선추적 기법은 피험자의 각막과 동공의 반사 차이를 
측정하여 안구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피험자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의 
시선 행동 정보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주의집중은 지속적 주의집중, 선택적 주의집중, 전환
적 주의집중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선추
적 데이터의 시선 고정 시간, 시선 고정 횟수, 시선 고정 
빈도를 통하여 피험자의 주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정량화
할 수 있다[21]. 다음 Table 2는 주의집중에 대한 시선
추적 데이터 정리 표이다.

Separating Measurements Eye Tracking 
Data

Selective 
Attention

Choos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focus on specific stimuli and pay attention

Fixation 
Number

Sustained 
Attention

Continuing to pay attention to a particular 
stimulus without a long period of attention 
span of time

Fixation 
Duration

Attention 
Switching

Shifting attention when two or more stimuli 
are present at the same time.

Frequency of 
Fixation

Table 2. Distinguish measurement elements of attention 
concentration and eye tracking data by 
measurement element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와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위한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의 UI디자인 레이아웃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사용
성을 측정하고 학습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
은 아이트래킹을 착용한 피험자가 ZOOM 실시간 원격
강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학습방에 입장한 후 연구자가 
사전에 설계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피험자마다 5분 동
안 학습하게 하였다. 이후 자기보고 형식으로 구성된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다음 Fig. 1
과 같다. 아이트래킹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관심 영역
(AOI:Area of interest)에 따른 시선 응시 시간, 횟수를 
조사하였고, 설문은 감성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를 조사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Table 3과 같다.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Research question

1
When experiencing the same learning process, is there a 
difference in learning satisfaction among learners depending on 
the UI design layout of the real-time remote lecture platform?

2
When experiencing the same learning process, is there a 
difference in emotional reality depending on the UI design layout 
of the real-time remote lecture platform?

3
When experiencing the same learning process, is there a 
difference in learning concentration (attention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UI design layout of the real-time remote 
lecture platform?

Table 3. Research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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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추적하기 위한 실험장비로는 다음 Fig. 2의 토
비테크놀로지코라이의 클래스형 아이트래커 Tobii Pro 
Glasses 2를 사용하였다.

Fig. 2. Tobii Pro Glasses 2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원격강의 플랫폼을 통해 학

습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기간 동안, 총 30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
며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은 7명
(23.3%), 여성은 23명(76.7%)으로 구성되어있고 연령은 
20세부터 38세까지 분포하고 있다(M=27.03, SD=3.85). 
실험자는 학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레이아웃마다 10
명씩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모니터와 피험자와의 거리를 
통일하였다. 실험 환경은 다음 Fig. 3과 같다.

Fig. 3. Experimental environment
  

3.3 연구 도구
원격강의 플랫폼의 UI디자인 레이아웃 유형에 따른 

학습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ZOOM에서 제공하는 레이아
웃 변경 기능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3가지 유형을 도출
하였고 시선추적을 통해 플랫폼 내의 구성요소(실험물)
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AOI(Area of interest) 영역 분
석을 실시하였다.

실험물은 ZOOM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에서 구성되
어있는 요소는 다음 Table. 4와 같이 구분하였다.

Experiment Component Analysis
Speaker Professors who lead and guide learning
Learner The subject of learning and learning through learning.

participant A subject that is learned and mastered through 
classes with learners.

Platform Content A variety of content within the platform to help you 
learn, such as chatting and participant lists.

System 
Navigation

Navigation bar to manipulate functions within the 
system

Table 4. Classifying Experiments

본 실험에서는 ZOOM에서 제공하는 3가지의 레이아
웃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다.

1) 썸네일 레이아웃: 전체적으로 발언자 중심의 레이
아웃으로서 발언자를 중심으로 학습자, 발언자, 참
석자를 병렬구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2) 그리드 레이아웃: 모든 인원이 같은 크기로 참여하
는 인원에 따라 단이 나뉘며 다른 참가자와 소통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다.

3) 플로팅 레이아웃: 전체 화면 안에 화상화면을 배치
함으로써 나머지 요소들은 화상화면 위에 띄워 이
는 학습자의 조작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레이아웃 유형과 AOI 영역 분석은 다음 Table 5과 
같다.

Layout AOI Area Analysis

Thumbnail

Grid

Floating

Table 5. ‘ZOOM’ Layout AOI Analysis Results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고자 연구자가 
설계한 학습콘텐츠는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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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학을 결합한 학습을 설계하였다[22].

감성적 실재감 측정 도구로는 Kang에 의해 개발된 감
성적 실재감 검사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23]. 해
당 문항은 학습실재감 모델을 기초로 다루고 있으며 학
습 중 느끼는 몰입감, 감정,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의 총 12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 .81이다. 

학습만족도 측정 도구는 임규연의 연구에서 사용된 
12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 1인에
게 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24]. 해당 도구는 
학습 중 느끼는 만족감,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느끼는 성
취감, 편안함 등을 중점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 .831이다.

3.4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인들인 학습만족도, 감성적 실
재감, 시선 고정 횟수, 시선 고정 시간이 대상자의 레이아
웃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
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4.1 레이아웃 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와 감성적 
    실재감의 차이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레이아웃의 차이에 따른 학습만
족도와 감성적 실재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variable
Thumb
naila Gridb Floatingc

F Post-t
estM(SD) M(SD) M(SD)

Learning 
Satisfaction

3.39
( .64)

4.28 
( .70)

3.84
( .56) 4.86* a/b

Emotional 
Realism

2.82
( .48)

3.51
( .68)

3.02
( .59) 3.62* a/b

*p<.05, **p<.01, ***p<.001

Table 6. Differences in learning satisfaction and emotional 
reality according to layout differences

분석결과, 학습만족도는 레이아웃에 따른 차이가 있었
고(F=4.86, p<.05), 감성적 실재감 또한 레이아웃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F=3.62, p<.05). 사후검증 결과, 학습만족
도는 그리드/사이드 레이아웃이 썸네일 레이아웃보다 학
습만족도 및 감성적 실재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4.2 레이아웃 유형에 따른 학습집중의 차이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레이아웃 차이에 따른 화상 학습

의 시선 고정 횟수 및 시선 고정 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
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variable Thumbnaila Gridb Floatingc
F Post-te

stM(SD) M(SD) M(SD)
(Fixation Number)

Speaker .69(.24) .44(.31) .71(.16) 3.70*** n.s.
System 

navigation .01(.01) .02(.02) .04(.03) 1.38
Participation .06(.05) .23(.15) .04(.03) 9.74*** b/a,c

Platform 
content .18(.13) .17(.22) .21(.15) .18
Learner .09(.12) .15(.23) .03(.02) 1.29

(Fixation Duration)
Speaker .71(.28) .48(.32) .77(.21) 2.90
System 

navigation .00(.00) .01(.00) .03(.02) 3.64
Participation .05(.05) .18(.13) .05(.08) 5.43* b/a,c

Platform 
content .18(.18) .19(.24) .23(.24) .15

Learner .09(.09) .15(.25) .03(.06) 1.02
*p<.05, **p<.01, ***p<.001

Table 7. difference in the number of gaze fixations and 
gaze fixation time of video learning according 
to the layout difference      (N=30)

분석결과, 레이아웃에 따라 발언자(F=3.70, p<.05)와 
참가자(F=9.74, p<.001)에 시선을 고정한 횟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발언자에 시선을 고정한 
횟수는 레이아웃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참가자에 
시선을 고정한 횟수는 그리드/사이드 레이아웃이 썸네일
과 플로팅 레이아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레이아웃에 따
라 참가자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5.43, p<05). 사후검증 결과 그리드/사이드 레이아
웃이 썸네일과 플로팅 레이아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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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위한 실시간 원격

강의 플랫폼의 사용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ZOOM 원격강의 플랫폼의 3가지 레이아웃을 유형화하
고 아이트래커를 착용한 참가자에게 설계된 학습을 경험
하도록 한 후 감성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일한 학습과정을 경험 시 원격강의 플

랫폼 UI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학습만족도는 레이아웃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증 결
과, 썸네일 레이아웃보다 그리드 레이아웃이 학습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환경이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설정 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자나 학습자
료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다른 레이아웃과 달리, 구성요
소를 배치하는데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하며 통일성과 수
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그리드 레이아웃의 특징이 온라
인 학습환경에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25].

연구문제 2, 동일한 학습과정을 경험 시 원격강의 플
랫폼 UI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라 감성적 실재감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감성적 실재감은 레이아웃 유형
에 따른 학습만족도와 동일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사후검증 결과, 썸네일 레이아웃보다 그리드 레이
아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간 원격강의 시 감성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상 
학습화면에서는 그리드 레이아웃, 화면공유 학습화면에
서는 사이드 레이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동일한 학습과정을 경험 시 원격강의 플
랫폼 UI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라 주의집중에 차이가 있는
가에 대한 분석결과 레이아웃 차이에 따라 발언자와 참
가자의 주의집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참가자에서 그리드 레이아웃이 다른 레이
아웃보다 더 높은 선택적 주의집중(시선 고정 횟수), 지
속적 주의집중(시선 고정 시간)을 유발하였다. 이는 다른 
레이아웃에 비하여 참가자를 크게 배치하고 화면 중앙에 
구성한 그리드 레이아웃의 특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ZOOM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에서 제공

하는 레이아웃들을 기반으로 실험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웹 모니터 환경에서 국한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
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실시간 원격
강의 플랫폼의 사용성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토대를 마
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원격강의 관련된 사
용성 연구는 기능적 연구 중심인 반면, 본 연구는 레이아
웃 유형에 따른 실험물을 분류하여 학습자 중심의 실증
적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
하였을 때 ZOOM 실시간 원격강의 플랫폼의 그리드 레
이아웃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다른 레이아웃에 비해 참가자에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레
이아웃으로서 면대면 강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다른 참가자와의 소통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도 큰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위해서
는 다른 참가자와 소통을 유도하는 레이아웃 구성으로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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