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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정보의 처리에서 인지부하의 측정시점과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른 인지부하의 차이
*

류 지 헌†(전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 vs. 저효율)과 인지부하의 측정시점에
따라서 인지부하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149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학습자의 정신적 노력 점수와 수행점수를 근거로
인지효율성 지수를 계산했다. 또한 학습단계에서 측정한 인지부하요인은 학습부하라고 지칭
했으며 평가단계에서 측정한 인지부하요인은 과제부하라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
부하에서는 인지효율성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용성
지각에서도 유의한 단순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부하를 측정한 조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과제수행에 대한 주효과는 학습과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과제부담
과 과제난이도 지각에서 과제부하가 더 높았다. 그러나 과제난이도 지각에서 유의한 상호작
용이 나타났는데, 저효율집단의 경우에 비근접자료가 제시되면 과제난이도 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자기평가에서 유
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시각단서가 적용된 상황에서 비근접자료를 사용하는 고효율집
단은 학습단계보다 과제단계에서 자기평가 지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단서가
적용된 근접자료는 인지효율성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비근접자료인 경우에는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인지부하를 측정시점에 따라서 학습자의 인지적 개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지부하
의 요인에 대한 지각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효율집단의 학습자
들은 학습과정에 대한 지각수준이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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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그림자료의 처리와 인지부하의 발생

그림의 이해과정과 주의집중
인지부하이론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Artino, 2008). 인지부하이론에서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의 효과적인 통합방법과 제한된 작업기억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처방적 전략을 제
공해 왔다(Ayres, 2006). 그림이해와 같이 그림과 텍스트가 함께 제시된 자료에서 어
떻게 정보처리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원리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멀티미디어
학습에서 그림과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픽 자료와 문자로 구성된 자료를 장
기기억에 저장된 사전지식과 서로 통합시키는 과정이다(도경수, 차유경, 2008; Clark,
Nguyen, & Sweller, 2006). 이와 같은 사전지식과의 정보통합에서 주의집중은 중요한 요
소가 되는데, 학습자의 주의집중 정도에 따라서 인지과정으로 투입될 정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그림과 텍스트가 제시될 때,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정보자원을 처리
하도록 지원하는지는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이 된다. 예를 들어서 텍
스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진행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chmidt-Weigan, Kohnert, & Glowalla, 2010).
이것은 그림+텍스트의 형태로 구성된 자료에서 그림만으로는 의미형성을 하기 어렵
기 때문에 텍스트에 의한 의미형성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Stiller,
Freitag, Zinnbauer, & Freitag, 2009). 이런 연구에서와 같이 그림과 텍스트에 대한 의미형
성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정보에 대한 주의집중 전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학습 및 과제수행 단계에서의 인지부하
인지부하는 작업기억의 제한된 용량과 다감각적 정보처리 채널에서의 인지적 자원
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의 제한된
용량과 스키마의 획득 및 적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Clark & Mayer, 2011). 인지부하
는 새로 입력된 정보의 조직화 과정과 기존 정보와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작업
기억의 제한된 용량 때문에 이러한 인지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지부하의 발생과 관련해서 학습과정에서의 인지부하와 수행과정에서의 인지
부하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새로 입력된 내용에 대한 인지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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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이해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 및 통합과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van Gog & Paas, 2008). 학습단계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는 차원이
기 때문에 스키마 획득을 위한 인지과정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생성된 스키마를 활용하기 위한 인지과정이 발생한다. 그렇
기 때문에 학습과 수행단계에서의 인지과정은 스키마를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키마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학습단계인가 과제수행단계인가에 따라서 학습자가 투입하는 인지적 노력(mental
effort)의 속성이 달라진다. 학습단계에서는 학습자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생적
인지부하(extraneous load)의 영향력이 크다. 왜냐하면 새로운 스키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료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 만큼 학습자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
문이다. 학습자료가 잘 못 설계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외생적 인지부하에 의한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제수행 단계에서는 이미 획득한 스키마를 활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료에 의한 외생적 인지부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게 된다(van Gog & Paas, 2008). 또한 스키마 획득단계와 적용단계에서의 학습밀도가 같
지 않다. 학습단계보다는 문제풀기 단계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수준이 더 올라간다
(윤중오, 이은철, 김민정, 2012). 이와 같이 학습내용에 대한 동기가 올라가면 그 만큼
인지과정에 대한 몰입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인지부하의 발생정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떤 인지단계에 있는
지에 따라서 인지부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지부하의 발생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지부하 측정시
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각적 주의집중과 인지효율성

근접성 원리와 시각단서의 효과
그림과 텍스트가 동시에 제시되는 학습내용에서 텍스트의 설계는 1차적으로 지각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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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인지처리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설계에 따
라서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근접성 원리는 그림자료와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유사한 곳에 배열함으로써 불필요한 심리적 탐색과정을 줄임으로써 인지
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Clark & Mayer, 2011; Rummer et al., 2011).
근접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인지적 주의집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설계전략이다. 시각단
서도 이와 유사하다. 즉,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불
필요한 시선분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에서도 시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시켰다(Amadieu, Mariné, & Laimay, 2011). 시각단
서는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접성 원리와 시
각단서의 적용여부는 모두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Clark, Nguyen, & Sweller, 2006).
인지효율성과 그림의 이해
인지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리되고 있는 자료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시각적인 자료인지 청각적인 자료인지에 따라서 정보처리 과정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alyuga, 2012; Kühl et al., 2011). 정보의 입력채널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
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인지과정을 처리하는 학습자는 그림자료
를 이해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문자정보의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
다. 효율적인 정보처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능
력수준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Hoffman & Schraw, 2009;
2010; Hoffman & Spatariu, 2008; Scharfenberg & Bogner, 2010). 이것은 인지효율성이라고
지칭한다. 인지효율성은 동일한 학습성취를 올리기 위하여 가장 적은 인지적 자원이
투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투입하
는 정신적인 요인이나 학습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활동의 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
다. 학습자의 인지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과 언제 측정되
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2)

2. 인지효율성 수준과 인지부하

인지효율성 지수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효율성(cognitive efficiency)은 Hoffman(2012)이 구분한 인지효
율성 모형 중에서 편차모형(deviation model)(van Gog & Paas, 2008)에 의한 것이다. 편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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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학습자의 정신적 노력과 수행점수를 활용한 것이다. 수행점수의 표준점수에서
학습하는 동안에 투입된 정신적 노력의 표준점수를 뺀 후에 2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
이다. 이것은 과제수행과 그것에 투입된 인지적 노력을 계산한 것이다.
 

수     점수

<공식 1> 교수효율성 계산 공식

공식 1>에서 z점수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학습을 수행한 집단을 기준으로 수행
및 노력의 투입정도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Clark, Nguyen, & Sweller, 2006). 만약 투입
한 노력의 양과 획득한 점수의 정도가 동일한 수준이라면 효율성=0라고 가정한다. 또
한 2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성취점수와 정신적 노력 점수의 차이가 [그림 1]
의 대각선에서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림 1] 인지효율성 (Clark, Nguyen, & Sweller, 2006))

그림 1]에서 대각선으로 표시된 점선이 바로 효율성=0을 의미한다. 그런데 투입한
정신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수행점수가 높게 나온 학습자는 고효율집단으로
분류된다. 즉, 투입한 노력은 적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정신적 노력은 많이 투입했어도 수행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저효율집단으로 분
류된다. 정신적 노력은 많았지만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공식 1>을 교수효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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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명한 것은 실질적인 수업처방의 효과로 간주하고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지효율성은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이
현정, 2005; Homer & Plass, 2010; Kalyuga, 2007a, 2007b). 고효율학습자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유는 사전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전지식이 풍
부하지 않은 학습자는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학습성취는 여전히 낮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지효율성 수준과 인지부하
인지효율성이 높은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사전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제난이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고 학습활동에 대한 인지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렇지만 사진지식의 분량으로만 개인의 인지효율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 보다는 자신이 처리한 수행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인지효율성의 높고 낮음
에 따라서 자신의 학습상태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이 다를 것이다. 인지효율성이 높은
집단은 자신의 수행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적절한 인지적 노력을 투입했을 것이
다. 반면에 인지효율성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수행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지적 노력요인을 투입하는 경우이다. 인지효율성이 높은 집단은 비교적 정확하게 학
습의 특징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지효율성이 낮은 집단은 성취수준보다도 과도
한 인지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지효율성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학습
수준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

3. 인지부하의 측정시점에 따른 차이점

학습단계에서의 인지부하와 과제수행단계에서의 인지부하는 특징이 다르다. 학습단
계에서는 새로운 스키마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정보에 대한 조직화에 더 많
은 인지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지식의 적용이 적게 포함되어 있
다. 그러나 과제수행 단계가 되면 이미 형성된 스키마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수행 단계에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부하가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보 조직화 및 통합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인 의미의 읽기과정
은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몰입이나 정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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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과정이 제대로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의미의 학습과정과 문제풀이과
정에서는 몰입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지부하의 발생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인지부하를 측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
다. 학습자에게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지처리 과정에서 어려
움을 지각하는 단계가 언제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시점은 크게 학습과정과 문제
해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제 인지부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적응적 학습시스템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Mihalca et al., 2011).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제상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적인 인지활동이 개입되기 때문이다(van Gog & Paas, 2008). 실제 문제풀이 단계가 되면
학습단계보다 더 높은 과제동기를 부여받게 된다(윤중오, 이은철, 김민정, 2012). 따라
서 학습과정과 과제과정에서 측정된 인지부하는 특징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인지부하에
대한 지각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4. 연구가설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인지부하가 측정되는 시점을 학습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으로 구분했
다. 학습과정에서 지각되는 인지부하는 학습부하로 지칭했으며,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
각되는 인지부하는 과제부하로 지칭했다. 실질적으로 학습부하와 과제부하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부하에서는 학습과정에 충분
히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효율
집단)에 대한 시각적 주의집중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인지효율성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처리 효율성이 다르다. 결국 인지효율성 수준과 시각적 주의유
도 전략(근접성 원리와 시각단서)을 어느 시점(학습과정에서의 인지부하=학습부하 vs.
평가수행 과정에서의 인지부하=과제부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1)

연구가설
[연구가설 1]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효율집단), 근접성의 적용(비근접 자
료 vs. 근접자료), 시각단서의 적용(시각단서 없음 vs. 시각단서 있음)에 따라서 학습부
하(학습과정에 대한 인지부하요인 지각)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효율집단), 근접성의 적용(비근접 자
료 vs. 근접자료), 시각단서의 적용(시각단서 없음 vs. 시각단서 있음)에 따라서 과제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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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과제수행과정에 대한 인지부하요인 지각)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효율집단), 근접성의 적용(비근접 자
료 vs. 근접자료), 시각단서의 적용(시각단서 없음 vs. 시각단서 있음)에 따라서 학습부
하와 과제부하의 차이(학습부하 - 과제부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149명으로 광주광역시의 4년제 국립대학교 재학생이었다. 이들은 교직
이론 과목 수강생이었으며, 실험참가에 따른 참여점수를 부여 받았다. 실험대상자들은
주로 사범대학 학생들이었으며,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성별분포는 남학생=44명
(29.5%)과 여학생=105명(70.5%)이었다. 전공별 계열구분은 인문사회계열=61명(40.9%),
자연계열=43명(28.9%), 예체능계열=45명(30.2)이었다. 학년별로 1학년=1명(0.7%), 2학년
=75명(50.3명), 3학년=31명(20.8%), 4학년=26명(17.4%), 교육대학원=16명(10.7%)이었다.
2. 실험자료

학습내용
이 연구에 사용된 실험자료는 귀의 소리 전달과정과 평형감각 기능에 대한 7개의
신체기관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실험자료에 사용된 신체기관은 ① 고막, ② 청소골,
③ 반고리관, ④ 전정기관, ⑤ 청신경, ⑥ 달팽이관, ⑦ 유스타키오관에 대한 것이었다.
각 설명은 190글자에서 195글자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350 글자로 구성된 내용
이었다. 기관에 설명은 기능과 특징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1)

텍스트의 줄 길이
이 연구에 사용된 신체기관에 대한 설명문은 100 CPL(character per line)의 길이로 구
현되었다. 모든 실험조건에서 신체기관에 대한 설명문의 텍스트는 동일한 폭으로 편집
되어 화면에 제시되었다. 화면의 해상도는 1024×768이었으며, 본문 설명에 사용된 글
자는 Rix 고딕체B 12포인트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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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근접성 원리의 적용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는 그림과 텍스트의 공간적 위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구분했다. 귀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은 화면의 왼쪽 중앙에 위치했으며, 각 기관에
대한 설명은 화면의 오른쪽에 배열하였다. [그림 2]는 근접성 원리의 적용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의 왼쪽은 근접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 2]의
오른쪽은 그림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설명문을 그림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한 것이다.
1)

[그림 2] 비근접자료(왼쪽)와 근접자료(오른쪽)의 실험자료

시각 단서의 적용
시각 단서의 적용은 마우스 오버기능을 활용했다. 만약 학습자가 텍스트 위에 마우
스를 올리면 관련된 신체기관이 어디인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림 3]은
시각단서를 적용한 실험자료이다. [그림 3]의 왼쪽은 비근접자료에 시각자료가 적용된
것이고, 오른쪽은 근접자료에 시각자료가 적용된 것이다.
2)

[그림 3] 시각단서를 적용한 실험자료 (마우스를 적용하면 시각단서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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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효율성 수준
인지효율성 지수는 <공식 1>에 따라서 계산되었다. 학습과정에 대한 인지효율성과
수행과정에 대한 인지효율성이 따로 계산되었다. 즉, 학습과정 및 수행과정에 대한 정
신적 노력을 측정했으며, 수행점수를 활용해서 학습과정에 대한 인지효율성과 수행과
정에 대한 인지효율성 수준을 구분했다. 각 인지효율성은 백분위 점수에 따라서 고효
율집단과 저효율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학습과정의 고효율집단=74명과 저효율집단=75
명이었으며, 수행과정의 고효율집단=76명과 저효율집단=73명이었다.
3)

4. 인지부하요인과 이해도의 측정

인지부하요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부하설문은 다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류지헌 2011). 인
지부하요인 설문은 다섯 요인에 대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로 4문
항씩 7점 척도로 개발되었다. 측정단계에 따라서 ① 학습부하요인, ② 과제수행요인,
③ 학습과 과제부하의 차이로 구분되었다. 먼저 측정문항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다섯 요인은 과제부담(TAD: task demand), 정신적 노력(MEN: mental effort), 지각된 과
제난이도(DIF: task difficulty), 자기평가(SEV: self evaluation), 사용성(USE: usability)이다. 첫
째, 과제부담(TAD)은 과제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 피
로감에 대한 설문이다. 둘째, 정신적 노력(MEN)은 학습 및 평가문제 해결과정에서 어
느 정도의 인지적인 노력을 투입했는지를 뭍고 있다. 셋째, 지각된 과제난이도(DIF)는
학습내용이나 평가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묻는 항목이다. 넷째, 자기평가(SEV)는 학습
및 평가문항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지각한 인지적 효과성을 묻는 것이다. 다섯째, 사용
성(USE)은 학습 자료가 학습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1)

학습부하
학습부하에서는 다섯 요인을 모두 측정했으며, ① 과제부담, ② 정신적 노력, ③ 과
제난이도, ④ 자기평가, ⑤ 사용성으로 구성되었다. 학습부하설문의 문항신뢰도는 과제
부담(TAD)=.85, 정신적 노력(MEN)=.88, 지각된 과제난이도(DIF)=.83, 자기평가(SEV)=
.81, 사용성(USE)=.88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과제부하
과제부하설문에서는 사용성 요인을 제외한 네 요인(① 과제부담, ② 정신적 노력, ③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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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난이도, ④ 자기평가)만을 측정했다. 과제부하에서의 사용성 요인은 평가문항이 제
시된 화면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
지부하설문의 문항은 과제상황에 맞도록 표현을 수정했다. 과제부하설문의 문항신뢰도
는 과제부담(TAD)=.91, 정신적 노력(MEN)=.91, 지각된 과제난이도(DIF)=.84, 자기평가
(SEV)=.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
학습과 과제의 인지부하요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습부하에서 과제부하의
지각점수를 빼는 방식을 적용했다. 따라서 학습과 과제의 인지부하요인의 차이가 양수
(+)이며 학습단계보다 과제단계에서 인지부하요인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차이 값이
음수(-)이면 과제단계에서 오히려 인지부하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이해도검사
이해도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당 1점씩 채점되었다. 학습내용이
7개의 하위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개념별로 3개씩의 문항을 출제했다.
검사결과에 의한 평균 점수=11.28(표준편차=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수는 3점
이었고 최대점수는 19점이었다.
2)

5. 실험절차

이 연구의 실험은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이 실험
실에 도착하면 임의로 좌석에 앉도록 했으며 실험용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다. 연구
① 학습단계
③ 평가문항

④ 과제부하설문

② 학습부하설문

[그림 4] 실험절차: ① 학습화면 → ② 학습부하설문 → ③ 평가문항 → ④ 과제부하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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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웹에서 실험용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실험
조건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로그인하면 무작위
로 실험조건에 배정되었다.
[그림 4]는 실험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로그인 이후의 절차이다. 로그인 이후에 서
버에서 처치조건을 자동으로 배정했으며, 학습자는 특정한 처치조건에 따른 학습용 웹
페이지를 제공받는다.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는 학습부하설문에 응답하는 화면이 제시
된다. 학습부하의 설문이 끝나면 평가문항이 제시되는데, 평가문항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구성되었다.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평가부하설문에 응답하는 화면이
제시된다.
6. 분석방법

이 연구는 3원 요인설계(2×2×2)를 적용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인지부하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
효율집단), 시각단서(시각단서 없음 vs. 시각단서 적용), 근접자료(비근접자료 vs. 근접자
료)였다. 인지효율성 수준은 학습단계와 과제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었다. 학습단
계에서는 학습에서의 정신적 노력과 평가점수를 <공식 1>에 적용했다. 과제단계에서
는 과제(평가)에서의 정신적 노력과 평가점수를 <공식 1>에 적용해서 계산했다. 다변
량분산분석 이후에는 개체간 효과검증을 실시했다. SPSS 19.0을 사용했다.

Ⅳ. 연구결과
1. 학습부하

표 1>은 학습부하요인에 대한 처치조건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
다. 다변량분산분석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효율집단)
(Wilks' Lambda=.14, F(4, 138)=5.68, p=.000)에서 유의한 다변량검증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지부하 요인 중에서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료의 처치조건에 의한 다변량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체간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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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준에 의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즉, 과제부담(TAD과 과제난이도(DIF)에서 인
지효율성 수준에 의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과제부담에서 F=11.47, p=.001이었
으며 과제난이도에서는 F=12.82, 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학습부하에서
나타난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른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에 대한 지각점수의 차이이다.

Low
n=75

High
n=74

<표 1> 학습부하요인의 처치조건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N=149)
근접성 원리
시각
소계
단서
비적용
적용
비적용 4.18 (.76), n=17 3.83 (1.19), n=22 3.98 (1.03), n=39
TAD
적용 3.85 (1.31), n=18 4.14 (1.20), n=18 3.99 (1.24), n=36
합계 4.01 (1.08), n=35 3.97 (1.19), n=40 3.99 (1.13), n=75
비적용
4.43 (1.28)
4.61 (1.06)
4.53 (1.15)
DIF
적용
4.38 (1.20)
4.96 (.81)
4.67 (1.05)
합계
4.40 (1.22)
4.77 (.96)
4.60 (1.10)
비적용
3.90 (1.20)
3.75 (1.01)
3.81 (1.08)
SEV
적용
3.65 (1.22)
3.54 (1.13)
3.60 (1.16)
합계
3.77 (1.20)
3.66 (1.06)
3.71 (1.12)
비적용
3.28 (.91)
3.62 (1.27)
3.47 (1.13)
USE
적용
4.35 (1.49)
3.68 (1.20)
4.01 (1.38)
합계
3.83 (1.34)
3.65 (1.22)
3.73 (1.27)
비적용 3.57 (.97), n=18 3.20 (.90), n=16 3.40 (.94), n=34
TAD
적용 3.48 (1.06), n=20 3.30 (1.21), n=20 3.39 (1.13), n=40
합계 3.52 (1.00), n=38 3.26 (1.07), n=36 3.39 (1.04), n=74
비적용
3.88 (1.09)
3.70 (.90)
3.79 (.99)
DIF
적용
4.05 (1.30)
4.15 (1.06)
4.10 (1.17)
합계
3.97 (1.19)
3.95 (1.00)
3.96 (1.10)
비적용
3.64 (.63)
3.83 (.73)
3.73 (.68)
SEV
적용
3.89 (.99)
3.23 (.79)
3.56 (.94)
합계
3.77 (.83)
3.49 (.81)
3.64 (.83)
비적용
3.63 (1.13)
3.75 (1.03)
3.68 (1.07)
USE
적용
3.88 (1.15)
3.30 (1.01)
3.59 (1.11)
합계
3.76 (1.13)
3.50 (1.03)
3.6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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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왼쪽: 과제부담(TAD), 중앙: 과제난이도(DIF), 오른쪽: 사용성 지각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저효율집단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과제부담 및 과제
난이도가 고효율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성 지각에서 유의한 이원-상호작용(2way interaction)이 나타났다(F=4.97, p=
.027). 이에 따라서 단순주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비근접 자료에서 시각단서의 적
용유무에 의한 차이가 F=5.68, p=.0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의 오른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접자료인 경우에는 시각단서의 적용여부에 의한 사용성 지각에서 큰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비근접 자료인 경우에는 시각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사용성 지
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과제부하

표 2>는 과제부하요인의 처치조건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다
변량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학습부하요인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다변량분산분석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효율집단)
(Wilks' Lambda=.94, F(3, 139)=2.83, p=.041)에서 유의한 다변량검증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처치조건에 의한 다변량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체간 효과의 검증에서는 2개의 주효과와 1개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부하에 대한 검증에서와 동일하게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에서 과제부담효율성
수준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6]의 왼쪽과 중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효율집
단의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 지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난이도 지각에서 유의한 3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F=5.38, p=.022).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했으며, 저효율집단에서 비근접자료를 사용할 때 시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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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n=73

High
n=76

<표 2> 과제부하요인의 처치조건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N=149)
근접성 원리
시각
소계
단서
비적용
적용
비적용 4.98 (1.16), n=16 4.49 (1.21), n=23 4.69 (1.20), n=39
TAD
적용 4.51 (1.32), n=18 4.69 (1.45), n=16 4.60 (1.36), n=34
합계 4.74 (1.25), n=34 4.57 (1.30), n=39 4.65 (1.27), n=73
비적용
5.13 (1.08)
4.47 (.94)
4.74 (1.04)
DIF
적용
4.17 (1.34)
4.56 (1.21)
4.35 (1.27)
합계
4.62 (1.30)
4.51 (1.04)
4.56 (1.16)
비적용
3.02 (1.15)
3.55 (1.02)
3.33 (1.09)
SEV
적용
3.67 (1.52)
3.58 (1.44)
3.62 (1.46)
합계
3.36 (1.38)
3.56 (1.19)
3.47 (1.28)
비적용 4.07 (1.31), n=19 4.42 (.93), n=15 4.22 (1.16), n=34
TAD
적용 4.41 (1.25), n=20 4.13 (.99), n=22 4.26 (1.12), n=42
합계 4.24 (1.28), n=39 4.24 (.97), n=37 4.24 (1.13), n=76
비적용
3.89 (.74)
4.45 (.58)
4.14 (.72)
DIF
적용
4.16 (1.26)
4.22 (.70)
4.19 (1.00)
합계
4.03 (1.04)
4.31 (.66)
4.17 (.88)
비적용
3.79 (.99)
3.45 (.99)
3.64 (.99)
SEV
적용
3.20 (1.32)
3.39 (1.12)
3.30 (1.21)
합계
3.49 (1.19)
3.41 (1.06)
3.45 (1.12)

[그림 6] 왼쪽: 과제부담(TAD), 중앙: 과제난이도(DIF), 오른쪽: 과제난이도(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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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적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92, p=.009). 즉, 저효율집단의 학습자
들은 근접자료인 경우에는 시각단서의 적용여부에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비근접자료
인 경우에는 시각단서가 없으면 과제난이도 지각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

표 3>은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학습부하요
인에서 과제부하요인을 뺀 값이다. 따라서 음수(-)는 과제수행 단계에서 지각된 인지부
하요인의 값이 올라간 것을 의미하며, 양수(+)는 과제수행 단계에서 인지부하요인에
대한 지각이 떨어진 것이다.
<

<표 3> 학습과 과제부하의 차이에서 처치조건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N=149)
근접성 원리
시각
소계
단서
비적용
적용
비적용 -.91 (1.08), n=16 -.60 (.88), n=23 -.72 (.97), n=39
TAD
적용 -1.06 (.85), n=18 -.31 (1.09), n=16 -.71 (1.03), n=34
합계 -.99 (.95), n=34 -.48 (.97), n=39 -.72 (.99), n=73
비적용
-.73 (1.16)
.08 (1.08)
-.26 (1.17)
Low
DIF
적용
-.26 (.98)
.25 (1.19)
-.02 (1.10)
n=73
합계
-.49 (1.08)
.15 (1.12)
-.15 (1.14)
비적용
.61 (.94)
.09 (1.24)
.30 (1.14)
SEV
적용
-.04 (1.16)
-.14 (1.47)
-.09 (1.30)
합계
.26 (1.10)
-.01 (1.33)
.12 (1.23)
비적용 -.38 (1.24), n=19 -1.35 (1.04), n=15 -.81 (1.24), n=34
TAD
적용 -.59 (1.31), n=20 -.92 (1.31), n=22 -.76 (1.30), n=42
합계 -.49 (1.26), n=39 -1.09 (1.21), n=37 -.78 (1.27), n=76
비적용
.04 (1.13)
-.70 (.77)
-.29 (1.05)
High
DIF
적용
.31 (1.22)
.11 (.65)
.21 (.95)
n=76
합계
.18 (1.17)
-.22 (.80)
-.01 (1.02)
비적용
.09 (1.19)
.55 (.86)
.29 (1.06)
SEV
적용
.71 (1.41)
-.06 (.87)
.31 (1.21)
합계
.41 (1.33)
.19 (.90)
.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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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제부하의 차이에서는 1개의 주효과 및 3개의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났다. 우
선 주효과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시각단서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주효과가 나
타났다(F=6.33, p=.013). 시각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학습부하의 과제난이도 지각보다
과제부하의 과제난이도 지각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단서가 제공
된 경우에는 학습단계에서 지각한 것보다 과제단계에서 지각한 과제난이도가 약간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원-상호작용과 3원-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원상호작용에서는 근접자료의 여부와 효율성 수준에 의한 과제부담(F=10.10, p=.002))과
과제난이도(F=10.81, p=.001)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과제부담의 경우에는 근접자료에서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라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F=5.81, p=.017). 그러나 비근접자료에서도 인지효율성 수준에 의
한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근접했다(F=3.73, p=.055).
과제난이도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에 따르면, 비근접자료에서 인지효율성 수준에

[그림 7] 과제난이도의 차이

[그림 8] 왼쪽: 과제부담(TAD), 중앙: 과제난이도(DIF), 오른쪽: 자기평가(S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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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09, p=.009). 즉, 비근접자료를 사용한 집단에서 저효
율집단의 학생들은 과제단계에서 과제난이도 지각점수(-)가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근접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지효율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학습단계와 과제
단계에서 과제난이도 지각점수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평가 요인에서는 유의한 3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F=4.56, p=.035). 이에 대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했으며, 시각단서가 사용된 경우에 유의한 단순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의 오른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근접자료에서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06, p=.046). 이 결과는 시각자료를 사용하
는 집단인 경우에 비근접자료를 사용하는 저효율집단의 학생들은 과제단계에서 더 낮
은 자기평가를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학습과 과제수행에서의 차이
인지부하는 학습과정에서도 발생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도 발생한다. 그러나 실질적
으로 학습자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부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단
계뿐만 아니라 과제단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van Gog & Paas, 2008). 이 연구
를 통하여 학습부하의 결과와 과제부하의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인지부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은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에
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에 대한 지각에서 근접성의 적
용여부와 인지효율성 수준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학습단계에서 지각했던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가 과제단계에서 더 높게 올라갔던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저효율집단의 학습자에게 비근접자료를 제공하면 학습단계에서 과제부담과 과제
난이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학습결과를 더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인지효율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학습단계에서도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
에 더 주의하도록 안내 해야 한다.
1)

근접성 원리와 시각단서
연구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시각단서에 의한 영향력 보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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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에 의한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비록 학습부하와 과
제부하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 시각단서의 적용여부가 과제난이도 지각에서 주효과
를 보였지만 대체로 비근접자료×저효율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근접성 원리가 시각단서보다 적용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텍스트를 관련된 그림자료에 가깝게 배치했다는 것이 이미 간접적인 의미의 시
각단서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부하
학습부하에서는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지각에서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단 vs. 저
효율집단)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저효율집단에서 더 높은 과제부담과 과제난
이도 지각이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인지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성취수
준이 높고 낮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지식의 정도에 따른 정보처리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효율 집단일수록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
가 높은 것으로 지각한 것이다.
학습부하에서는 사용성 지각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근접자료인 경우에
는 시각단서의 적용유무에 따라서 사용성 지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근접자료
인 경우에는 시각단서가 없을 경우에 사용성 지각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근접성 원리가 적용될 경우에는 시각단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성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근접 자료는 시각단서의 원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사용성 지각과 관련해서 근접성 원리가 시각단서의 적용여
부보다 더 중요한 설계원리라고 볼 수 있다.
3)

과제부하
과제부하에서도 학습부하와 동일한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인지효율성 수준(고효율집
단 vs. 저효율집단)에 따라서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지각이 달라졌다. 학습부하와 과제
부하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저효율집단의 학
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도 더 높은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지각에서는 3원-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효율집
단에서 유의한 단순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근접성 및 시각단서와 같은 설계원리는 저효율집단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계요
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문성역전 효과(expert reversal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전문성역전 효과는 학습자의 전문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지부하의 관리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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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성이 올라가면 관련된 스키마가 발달하기 때문
에 인지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효
율집단의 학습자에게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근접자료인 경우에는 시각단서의 적용유무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만 비근접
자료에서는 시각단서의 적용유무가 중요하다. 결국 근접성 원리와 시각단서에서 근접
성 원리가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접성 원리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
에 근접성 원리가 적용된 경우라면 시각단서 적용유무는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근
접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시각단서가 적용된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 제언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
학습부하와 과제부하의 차이에서는 시각단서 적용여부에 의한 유의한 주효과가 나
타났다. 즉, 시각단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학습단계와 과제단계에서의 과제난이도 지
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결과는 시각단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나타났는
데 시각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과제단계에서 더 높은 과제난이도를 지각한다는 것이
다. 학습부하의 연구결과와 연계해서 보면, 시각단서의 적용유무는 사용성 지각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런 영향이 사용성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제난이
도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원-상호작용은 과제부담과 과제난이도에서 나타났다. 공통적인 특징은 비근접자료
를 사용하는 저효율집단은 학습단계에서 지각했던 것 보다 과제단계에서 더 높은 과
제부담과 과제난이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효율 집단의 학습자를 위한
설계전략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저효율집단은 과제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단계를 이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지부하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평가에서 유의한 3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시각단서가 있는 자료에서 비근접자
료를 사용하는 고효율집단은 학습단계보다 과제단계에서 자기평가 지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단서가 적용된 근접자료는 인지효율성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평
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근접자료인 경우에는 인지효율성 수준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각단서만 적용한 자료에서 인지효율성 수준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지부하를 다양한 시
점에서 측정한다면 학습자의 개별화된 처방에 맞는 수업설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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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다양한 단계에서 수집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황에 적합한 적응
적 체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과제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그림
자료의 설계원리와 관련된 인지부하 연구에서 과제유형(절차과제 vs. 개념과제)에 따라
서 인지부하 요인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왔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과제유형에 따라서 인지처리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와 같이 인지부하의 측정시점과 과제유형이 결합된다면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
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제유형에 의한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과제난이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고도의 원전이(far-transfer)가 필요한 학
습내용에서도 이 연구에서와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고도의 원
전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인지효율성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위집단만이 충분한 사
전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고효율집단
과 저효율집단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과 같이 더
세분화된 형태의 집단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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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action Effect
of Measuring Stage and Cognitive Efficiency
†

Jeeheon R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the measuring stage and cognitive efficiency
can affect the cognitive load factors. 149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to this study as a part
of coursework. Three way factorial design was applied for this study. 1) Level of cognitive
efficiency: Hight efficiency group vs. Low efficiency group, 2) Contiguity principle: Noncontiguity vs. Conitiguity, 3) Visual cueing: no-visual cueing vs. Visual cueing at the different
measuring stage: Learning load scale vs. Task load scal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milarity by main effect of cognitive efficiency levels on task demand and task difficultie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gnitive efficiency levels and
contiguity principles. Indee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cognitive efficiency level
and contiguity principle when visual cueing was applied. This result indicated that difference
levels of cognitive efficiecny can be a very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cognitive load.

Key words : Instructional Efficiency, Text Length, Interaction Effect, Cognitive Loa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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