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RK (visual aural read/write kinesthetic) : 시각 청각 운동감각 문해 능력에 관

한 설문조사 (Version 7.0)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더 잘 학습할 수 있는가?
Translated into Korean by Arang Mun

다음의 설문조사는 위의 요지 하에 당신의 기호도(취향)를 알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아마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학습 스타일 중의 한 부분은 아이디어와 정

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의 당신의 기호(취향)에 따른 선택이 될 것이다. 

당신의 기호(취향)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응답을 선택하여 다음의 보기에 동그라미를 치시오. 만일 한 개의 응

답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답을 선택할 수 있다 . 어떠한 것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는 빈 공간으로 놔두시오. 

1. 당신은 지금 공항, 도심 혹은 기차역에 가고자하는 한 사람을 돕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a. 그 사람과 함께 갈 것이다.

b. 가는 방향을 그 사람에게 말해줄 것이다.

c. 가는 방향을 써줄 것이다. (지도 없이).

d. 지도를 그에게 줄 것이다.

2. 당신이 쓰고자 하는 단어의 정서법이 “괜찮은” 인지 “괜찬은”인지 불확실하다면 당신은:
a. 당신의 머릿속에 두 단어를 그려보고 그럴듯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b.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c. 사전에서 두 단어를 찾아볼 것이다.

d. 각각의 단어를 써보고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3. 당신은 한 집단을 위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그 집단 사람들로부터 그 계획에 대한 피

드백을 원한다면 당신은:

a. 그 여행의 특이할만한 점에 대해 묘사할 것이다. 

b. 여행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 지도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이다. 

c. 일정표 사본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d. 그들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4. 당신은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접대로 뭔가를 요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a. 요리책 필요 없이 당신이 아는 뭔가를 요리할 것이다.

b. 당신의 친구들에게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c.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요리책을 넘겨본다.

d. 훌륭한 조리법이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요리책을 이용할 것이다.

5. 한 여행자 그룹이 당신의 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야생생물 보존지구에 대해 배우길 원한다면 당신은:

a. 공원이나 야생생물 보존지구에 대해 말로 이야기해줄 것이다.

b. 인터넷이나 사진 혹은 이미지가 있는 책을 보여줄 것이다.

c. 공원이나 야생생물 보존지구로 그들을 데려가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d. 공원이나 야생생물 보존지구에 대한 책이나 팜플렛을 그들에게 준다.

6. 당신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을 살 시점에 있다고 할 때, 가격 외에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a. 그것을 이용해보거나 테스트해보는 것. 

b. 그 기구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읽는 것.

c. 디자인이 현대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

d. 그 기구의 특성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

7.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어떻게 그 것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시오. 자전거타기와 같은 신체적 

기술의 선택은 배제하시오. 당신은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었는가?

a. 시범을 보고서.



b.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면서.

c. 도해나 차트와 같은 시각적 안내서를 보면서.

d. 매뉴얼이나 교재와 같은 문자로 쓰인 지시문을 보면서.

8. 당신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의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a. 웹 주소나 그 문제에 대한 읽을거리를 당신에게 주기를 바란다.

b.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무릎모양의 플라스틱 모델을 이용하길 원한다.

c. 무엇이 문제인지를 당신에게 묘사해주길 원한다.

d. 무엇이 문제인지를 도해를 가지고 당신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9. 당신이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이나 게임을 배우길 원한다면:

a. 프로그램과 함께 포함되어있는 문자로 쓰인 지시문을 읽는다.

b.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c. 제어장치나 키보드를 이용한다.

d. 프로그램과 함께 포함되어있는 책 속 도해를 따른다.

10. 당신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a. 클릭할 수 있고, 화면전환이 되거나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사이트

b. 흥미로운 디자인과 시각적 요소들이 있는 사이트

c. 흥미로운 문자적 묘사, 리스트와 설명이 담긴 사이트

d.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채널

11. 논픽션(실제사실에 근거한)을 다룬 새 책을 구매할 때 가격이외에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a. 외관상 매력 있어 보이는가.

b. 책의 일부를 빨리 읽음.

c. 친구가 당신에게 책에 대해 말하거나 추천하는 것.

d.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 경험 그리고 예화가 있는가.

12. 당신이 새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위해 책, CD 혹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가?

a.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카메라와 그 특징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b. 어떻게 작동시켜야하는 지에 관한 요점과 특징적으로 분명하게 써 놓은 지시서.

c. 카메라와 각 부분의 기능을 보여주는 도해.

d. 훌륭한 사진과 그렇지 못한 사진을 보여주는 많은 예와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13. 당신은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선생님이나 해설가를 선호하는가?

a. 시범, 모형 혹은 실제로 연습해보도록 하는 것

b. 질문과 대답, 이야기, 그룹토론이나 초대 연설자

c. 유인물, 책 혹은 그 밖에 읽을거리

d. 도해, 도표 혹은 그래프

14. 당신이 대회나 시험을 끝마친 후에 피드백을 원한다면 다음 중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원하는가?

a.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를 이용하는 것. 

b. 당신의 결과에 대한 문자적 표사를 이용하는 것.

c. 당신의 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주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d. 당신이 달성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

15. 당신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선택하려 한다면 당신은:

a. 전에 거기에서 먹어봤던 것을 선택한다.

b. 종업원의 말을 듣거나 친구에게 추천해달라고 한다.

c. 메뉴에 있는 묘사를 보고서 선택한다.

d.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보거나 각 음식의 사진을 본다.

16. 당신이 한 회의나 특별한 예식에서 중요한 연설을 해야 한다면 당신은:

a. 이해를 돕기 위해 도해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이용한다.

b. 몇 개의 핵심 단어를 쓰거나 반복적으로 연설을 연습한다.

c. 연설문을 쓰고 여러 번 읽어서 그것을 소화해낸다.

d.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많은 예화와 이야기를 수집한다.



The VARK Questionnaire Scoring Chart
Use the following scoring chart to find the VARK category that each of your answers corresponds to. Circle 
the letters that correspond to your answers 
e.g. If you answered b and c for question 3, circle V and R in the question 3 row.

Question a category b category c category d category

3 K V R A

Scoring Chart
Question a category b category c category d category

1 K A R V
2 V A R K
3 K V R A
4 K A V R
5 A V K R
6 K R V A
7 K A V R
8 R K A V
9 R A K V

10 K V R A
11 V R A K
12 A R V K
13 K A R V
14 K R A V
15 K A R V
16 V A R K

Calculating your scores
Count the number of each of the VARK letters you have circled to get your score for each VARK category.

Total number of Vs circled = 

Total number of As circled =

Total number of Rs circled =

Total number of Ks circ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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