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학연구 제27권 제2호(2011. 6. 30):pp.401～425

텍스트의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가
과제유형에 따라서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

*

류 지 헌†(전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그림과 함께 제시된 텍스트의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가 과제유형에 따
라서 인지부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개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1
에서는 대학생 91명을 대상으로 근접성의 적용여부(근접성 적용 vs. 근접성 비적용)와 줄 길
이 조건(길게 구성된 줄 길이 vs. 짧게 구성된 줄 길이)에 의한 2×2 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는 인지부하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텍스트의 줄 길이에 의한 주효과(F=4.23, p=.043)가 유의미했다. 짧
은 줄 길이로 제시된 조건에서 더 높은 정신적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에서
줄 길이가 짧을 때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실험 2를 실시하였다. 실험 2에서는 80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 실험에서는 텍스트의 줄 길이(실험 1의 결과)를 짧게 했을 때,
과제유형(개념과제와 절차과제)에 따른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념과제에는
사용성(F=5.13, p=.026)과 자기평가(F=5.09, p=.027)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두
근접성 원리가 적용된 자료에 대하여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절차과제에서는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과제난이도 지각(F=6.53, p=.013), 자료의 사용성(F=11.91, p=.001),
자기평가 요인(F=5.34, p=.02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접성 원리가 적용된 자료에서
낮은 과제난이도 지각, 높은 사용성 지각 및 자기평가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근접성 자료를 적용한 조건에서 더 높았다(F=5.65, p=.020). 결론적
으로 텍스트 자료의 줄 길이는 인지부하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텍스트
의 줄 길이가 짧을수록 내용요소에 대한 인지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부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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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림이 포함된 자료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
을 밝히는 것이다(Mayer, 2010). 멀티미디어는 그림과 텍스트를 함께 사용해서 학습 자
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학습을 하려면 시각 및 언어적 정보 양식을 동
시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포함된 자료의 이해과정이 멀티미디어 연
구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그림과 텍스
트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결합시켜야
한다(Mayer, 2010; Park, Moreno, Seufert, & Brünken, 2011). 이와 같은 통합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과 텍스트가 함께 제공될 때 더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Kühl, Scheiter, Gerjets, & Gemballa, 2011). 이것을 멀티미디어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정보양식의 통합을 통해서 심층적인 학습이해가 촉진될 수 있기 때
문이다.
1. 그림-텍스트 자료에 대한 이해과정

멀티미디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텍스트 자료의 통합이 효과적
으로 일어나야 한다. 인지적인 통합과정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림을 제시할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가깝게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원리를 인지부하이
론에서는 근접성의 원리(contiguity principle)라고 한다(Clark & Mayer, 2008). 근접성의 원
리는 그림과 텍스트 자료의 인지적 통합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림과
텍스트가 함께 제공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시선에 대한 연구들은 흥미로운 연구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과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된 과제라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
림과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과 텍스트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Schmidt-Weigan, Kohnert, & Glowalla, 2010)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보면 학습자
는 우선 텍스트 자료에 주의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의 실험참가자가
우선 텍스트 자료를 읽은 다음에 그림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그림-텍스트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텍스트 위주의 심성모형(mental model)을 우선적
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텍스트의 자료통합
에서 텍스트 중심의 읽기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학습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읽기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림-텍스트의 자료
통합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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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텍스트의 읽기는 가독성요인을 고려한 화면설계 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 예를 들어서 서체의 종류, 글자의 크기,
행의 간격 등과 같은 요인도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글을 읽는 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글을 읽는 눈의 움직임은 글
의 내용과 글을 읽는 사람의 정보처리능력과 연계되어 있다(최영선, 윤준성, 2007;
Schubert, Lee, & Drummond, 2011). 왜냐하면 시선의 방향이나 고정되는 시간 등은 글
읽는 사람의 인지과정을 반영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안신희, 안길상, 2005; Heremans,
Helsen, & Feys, 2008). 따라서 텍스트 자료에 대한 가독성 요인과 근접성 원리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림과 텍스트가 함께 제시된 자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줄 길이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

텍스트의 길이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줄 길이(line length)가
길게 제시되는 경우와 짧게 제시되는 경우에 따라서 읽기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줄 길이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쇄글자인지 또는 화면글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Ling & van Schaik, 2006). 예를 들어서, 인쇄글자인 경우
에는 한 줄에 70자(cpl: characters per line, 빈칸을 포함하여 한 줄에 표기되는 글자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독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화면글
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로 짧은 줄보다는 긴 줄에서의 읽기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종
현, 박민용, 2003; Ling & van Schaik, 2006, 2007). 그러나 상세한 줄 길이의 조건에 따른
읽기 속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Duchnicky와 Kolers의
연구에서는 75-100cpl 조건에서 읽기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읽기 속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줄 길이를 길게 제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
지만 Dyson과 Haselgrove(2001)의 연구에서는 55cpl과 100cpl 조건에서 유의미한 읽기속도
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5cpl과 100cpl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줄 길이이
지만 읽기 속도의 측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줄 길이와 관련된 읽기 속도의 문제에 대하여 Ling과 van Schaik(2006)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읽기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줄 길이를 길
게 만드는 것(85-100cpl)이 좋다는 것이다. 줄 길이를 길게 만들면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지만 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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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짧게 하는 것(55-70cpl)이 좋다는 것이다. 줄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 읽기속도
는 느려지지만 글의 내용을 완전하게 읽게 된다는 것이다. 신종현과 박민용(2003)도 줄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이 읽기 속도를 증진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투입한 최대 줄 길이는 50cpl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줄 길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줄 길이다. 신종현과 박민용(2003)이 사용한 줄 길이 변수는
10cpl, 30cpl, 50cpl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 줄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읽기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처치변수로 투입된 줄 길이가 짧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
텍스트의 줄 길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때는 줄 길이의 길고 짧음도 중요하지만
가독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읽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
다. 첫째, 가독성의 기준이다. 가독성과 줄 길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읽기 수행의 완료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측정된 가독성은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읽기 속도와 학습의 숙달이 항상 일치한다고 보
기 어렵다. Ling과 van Schaik(2006)도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읽기 속도가 느려지면
읽기의 품질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줄 길이와 가독성에 대
한 연구들은 대체로 시각적 검색(visual search)이나 정보의 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독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읽기자료에 대한 처리속도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검색의 속도나 정보인출 차원에서의 인지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적 검색활동을 학습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물론 정보를
탐색하고 입력하는 것이 학습을 위한 초기 단계는 맞지만 학습을 완성하기 위한 스키
마 형성 등의 인지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줄 길이는 읽기 자료를 입력받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독성 요인이다. 정보의 입력수준에서 어떻게 읽기 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 길이와 같은 주의지각 단계에서의 연구가 필요
하다. 가독성 차원에서 줄 길이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그림-텍스트 자료에
대한 이해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줄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줄 길이의 변
화에 따른 시선의 흐름이나 안구운동의 방향은 인지부하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변수
로 대두되고 있다(van Gog, Kester, Nievelstein, Giesbers, & Paas, 2009; van Gog & Scheiter,
2010). 만약 줄 길이의 변화가 학습자의 인지부하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텍스트의 화면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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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접성 원리와 과제유형

근접성 원리는 그림-텍스트 자료에서 주의분산을 방지함으로써 그림과 텍스트에 대
한 인지적인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Clark & Mayer, 2008). 그림과 텍스트를 가
까운 위치에 배치하게 되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림과 텍스트에 대한 통
합이 쉽다는 것이다. 그림과 텍스트가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텍스트에 대한 읽기활동과
그림에 대한 이해과정을 위해서 발생하는 심리과정이 더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림-텍스트 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근접성이 높을수록 학습효과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inns, 2005,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림과 텍스트의
물리적인 통합인 인지적인 통합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근접성 원리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는 그림과 텍스트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에 포함된 요소 상호작용성(element interactivity)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소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은 학습해야 할 내용 중에서 학습자가 다루어야 하는 학습
요소를 의미한다. 만약 요소 상호작용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자가 다루어야 하
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소 상호작용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재적 인지
부하(intrinsic cognitive load)를 결정하게 된다.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은 과제는 학습내용
내에서 관련된 지식간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은 과제에서는 개별적인 학습내용이 각기 분리되어 학습될 수 없다(Sweller, 2010). 근
접성 원리에서는 그림과 텍스트의 물리적인 결합과 더불어 학습자가 다루어야 하는
내용단위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접성 원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읽기 속도는 정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천천히 읽는다면 그것은 제시된 자료에
대한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읽기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
만큼 처리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Schmidt-Weigand et al., 2010). 이러한 관
계는 텍스트의 줄 길이 연구에서 설명하는 읽기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가독성이
좋다면 읽기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읽기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읽기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이다(Ling & van Schaik, 2006).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접성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가독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읽기 속도나
학습성취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읽기 속도와 근접성이 항상 정적 상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읽기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학습수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읽기 속도가 느린 학습자
는 보다 완벽한 읽기 전략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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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Schmidt-Weigand et al., 2010). 즉,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고 제대로 공부하
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Ginn(2006)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습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주의분산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에 투입된 시간이 충분하다면
근접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위한 인지과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학습성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근접성의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Sweller(2010)
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내용에서의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다면 학습내용을 서로 연
계하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내용끼리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면 학습내용
을 서로 연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Ginns(2005)의 분석에서도 시스템에서
학습속도를 관리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근접성 원리
에 의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
고 학습을 진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절차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지식을 정확하게 알
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하위 지식들을 올바른 순서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절차과제에서는 순서라는 요소와 개별 지식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적
절하게 수행해야 한다. 결국 절차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학습하고 있는 지식 내용과
의 요소 상호작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절
차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요소 상호작용성이 상대
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절차과제와 개념과제를 구분해 본
다면, 동일한 수의 지식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과제에서 더 높은 요소 상호작용
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부하의 발생요소가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4.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자료에서는 그림과 텍스트가 함께 제
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그림과의 통합적인 처리과정은
학습자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지활동이다. 텍스트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림과 함께 제시된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은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줄의 길이는 텍스트의 가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줄의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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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읽기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읽기 속도만으로
는 학습에 수반되는 이해과정을 마쳤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의 정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인지부하의 관점에서 줄 길이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줄 길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시된 그림과의 근접성 여부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그림과 텍스트의 의미를 결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독성 연구에서는 읽기 속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해수준과 인지부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학습내용이 개념과제인
가 아니면 절차과제인가에 따라서 수반되는 요소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절차과제는 개념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자원
할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부하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그림-텍스트 자료에서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다. 줄 길이에 따라서 가독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가독
성의 차이가 근접성 원리에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증할 것이다. 줄 길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서 읽기 과정에 필요한 시선운동이 달라질 것이며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과정에서의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에 따른 적용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줄 길이의
조건은 75cpl(줄 길이가 긴 조건)과 25cpl(줄 길이가 짧은 조건)로 나누었으며, 이것이
인지부하 요인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근접성의 원리와 텍스트의 줄
길이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도출된 줄 길이 조
건(25cpl)을 반영한 상태에서 과제유형에 따른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를 분석할 것이
다. 과제유형을 구분한 것은 요소 상호작용성의 높고 낮음에 따른 구분으로 개념과제
와 절차과제를 비교한 것이다. 개념과제는 학습내용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
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절차과제는 학습내용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학습조건이다.
2)

연구목적 1.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에 따른 인지부하요인의 차이를 검증한다.
연구목적 2. 과제유형(개념과제와 절차과제)에 따라서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를 검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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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실험 자료의 개발

내용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자료는 인간의 귀에 대한 것으로 고등학교 생물Ⅰ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이다. 실험 자료의 내용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소리
의 전달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자료는 절차과제를 학습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소
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발생한 음파가 우리의 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인식되
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귀의 각 부 명칭뿐만 아니라 소리가 전달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내용에 대한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몸의 균형을 돕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자료는
개념과제를 학습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소리의 전달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서 및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내용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몸의 균형을 돕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서로 연결된 개념이 없기 때문
에 학습내용에 요소 상호작용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실험 자료가 절차과제와 개념과제로 구성된 것은 맞지만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분리하여 측정한 것은 아니다. 실험 1에서는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고, 실험 2
에서는 과제별로 인지부하를 측정했다. 즉, 실험 1에서는 절차과제와 개념과제를 구분
해서 인지부하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2에서는 각 과제가 끝날 때마다
인지부하 설문을 실시하여 과제유형에 따른 인지부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1)

화면 레이아웃
실험 자료의 줄 길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75cpl과 25cpl로 구성했다. 우선
긴 줄 길이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Dyson과 Haselgrove(2001)의 연구에서 55cpl
이나 100cpl이 25cpl 보다 읽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Ling과 Schaik
(2006)는 70cpl, 85cpl, 100cpl이 55cpl보다 읽기 속도가 빨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신종현과 박민용(2003)은 10cpl, 30cpl, 50cpl 조건을 구성하여 읽기 속도의 차이를 검증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줄 길이가 긴 조건에서는 75cpl을 구성했다.
줄 길이를 80cpl 이상으로 설정하면 실험용 모니터 상에서 그림과 텍스트가 서로 근접
한 실험조건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75cpl로 줄 길이를 설정했다. 75cpl도 신종현과
박민용(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조건보다도 더 긴 조건이다. 짧은 조건은 25cpl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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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했다. 신종현과 박민용(2003)의 연구에서 25cpl은 짧은 조건에 해당된다. 또한 너무
짧은 줄 길이를 구성하면 텍스트의 세로 높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근접한 조건을 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료의 활용 및 개발
실험 자료는 학습자 통제에 의해서 읽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학습
자는 스스로 학습의 시작과 종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습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학습
시간이 기록된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2페이지이다.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툴북으로
개발되었으며, 굴림체 10포인트를 적용했다. 실험은 컴퓨터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니
터의 해상도는 1024×768로 설정되었다. 실험 자료에는 소리가 사용되지 않았고 시각적
인 자료와 텍스트만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실험 자료의 초반에는 학습자의 개인정보
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실험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3)

2. 연구 설계

각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두 개의 실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 1은
연구목적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텍스트의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
부에 따른 2×2요인설계를 적용했다. 줄 길이는 75cpl과 25cpl로 구분되었으며, 근접성의
원리는 적용여부에 따라서 처치조건이 설정되었다. 또한 실험 2에서는 과제유형(개념
과제와 절차과제)에 따라서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우선 줄 길이는 실험 1에서 인지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25cpl로 설정되었다. 그런 다음에 개념과제와 절차과제로 구분된 학습활동이 적용되었
다.
3. 인지부하의 측정

이 연구에서 측정된 인지부하요인은 인지부하측정 설문(Ryu & Kim, 2010)에 따라서
측정되었다. 인지부하 측정을 위한 다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으
로 평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섯 요인은 신체적 노력(PHY: physical demand), 정신
적 노력(MEN: mental effort), 과제난이도(DIF: task difficulty), 자기평가(SEV: self evaluation),
자료설계의 용이성(USE: usability)이다. 첫째, 신체적 노력(예: 과제를 학습하는 동안 신
체적으로 피곤함을 느꼈다)은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활동에 수반된 신체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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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정신적 노력(예: 자료를 읽는 동안 정신적인 노력을
집중했다)은 학습을 위해서 투입된 인지적 노력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적절한 인지부
하의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과제난이도(예: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학습내용에 대한 난이도 지각을 의미하며, 과제 자체의 복잡성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평가(예, 학습 자료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는
학습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다섯째, 사용성(예: 컴퓨터 자료
의 화면구성은 읽기에 편했다)은 학습 자료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화면구
성이나 가독성 등과 관련된 평가문항이다. 각 인지부하 요인은 항목별 평균으로 계산
되었다.
4. 분석방법

실험 1과 실험 2에서는 모두 1주일 전에 사전지식 수준을 측정했으며, 사전검사 점
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했다. 실험1과 실험2의 분석에는 다변량공분산분석이 적용되었다.
모든 분석의 유의도 수준은 .05였다. 실험 1과 실험 2는 서로 다른 실험참가자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1의 독립변수는 줄 길이(75cpl vs. 25cpl)와 근접성(근접형 자료
vs. 비근접형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인지부하요인과 이해도 검사였다. 실험 2의 독립변
수는 근접성(근접형 자료 vs. 비근접형 자료)이었으며, 개념과제와 절차과제를 구분해서
측정했다. 실험 2의 종속변수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인지부하요인, 이해도 검사, 읽기
시간이었다.

Ⅲ. 실험 1: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
1. 연구방법

연구대상
실험 1의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4년제 국립대학교 재학생 91명이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21명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70명으로 76.9%였다.
실험 처치 1주일 전에 사전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완전임의 배정방식
으로 처치조건에 배정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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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실험 1의 독립변수는 그림의 근접성과 텍스트의 줄 길이이다. 그림 자료의 근접성은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이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
다. 만약 그림과 설명이 물리적으로 근접되어 있으면 근접 자료로 보았으며, 그림과
설명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비근접이 연구에서는 근접성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독립
변수를 구분하였다. 텍스트의 줄 길이는 25cpl 조건과 75cpl 조건으로 구분되었다.
2)

종속변수
(1) 인지부하요인
인지부하 측정을 위한 다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으로 평점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섯 요인은 신체적 노력(PHY), 정신적 노력(MEN), 과제난이도
(DIF), 자기평가(SEV), 사용성(USE)이다. 각 범주별로 네 문항씩 총 20문항이다. 범주별
문항신뢰도는 .73∼.94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HY=.94,
3)

MEN=.91, DIF=.73, SEV=.81, USE=.87).

이해도 검사
이해도 검사는 학습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식 8문항이 제공되었다. 각 문
항별로 각 1점씩 부여하여 최대 8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
형검사지로 구성되었다. 사전검사는 실험이 진행되기 1주일 전에 실시되었다.
(2)

실험자료
[그림 1]은 75cpl 조건에 따른 처치화면이다. [그림 1]의 (좌)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한
처치조건이다. 즉, 설명하려는 귀의 부위와 내용을 최대한 근접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4)

[그림 1] 75cpl 조건에서 근접성 자료(좌)와 비근접성 자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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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5cpl 조건에서 근접성 자료(좌)와 비근접성 자료(우)

그림 1]의 (우)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75cpl 조건에서 그림과 텍스트
가 서로 근접해서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림 2]는 25cpl 조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좌)
는 근접성 조건이며 (우)는 비근접성 조건을 표시하고 있다.
[

실험절차
실험은 컴퓨터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인 실험진행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런 다음에 학습을 시작했으며 충분한 학습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학습을 종
료하도록 했다. 학습이 종료되면 인지부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을 마치고 평
가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실험에 투입된 평균시간은 20분 정도였다.
5)

2. 결과

표 1>은 근접성(비근접성 vs. 근접성) 및 줄 길이(75cpl vs. 25cpl)에 따른 인지부하
요인의 평균(표준편차)이다.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근접
×3단 분할조건의 신체적 노력(PHY)요인이었다(평균=3.07, 표준편차=1.29). 반면에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은 근접×75cpl 조건에서의 정신적 노력(MEN)요인이다(평균=5.53,
표준편차=1.05).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노력(MEN)에서 줄 길이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F=4.15, p=.043, η =.05). 즉, 줄 길이가 25cpl인 조건에 있던 학습자가 75cpl조건에 있
는 학습자보다 더 높은 정신적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에서
는 줄 길이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근접성의 적용여부에 의
한 주효과는 모든 변수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줄 길이와 근접성에 의한 상호작용도 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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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접성 및 줄 길이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줄 길이
75cpl

25cpl

n=24

n=22

PHY

3.36 (.99)

3.77 (1.44)

MEN

5.08 (.89)

5.49 (.77)

DIF

4.24 (.97)

4.30 (.96)

DES

4.01 (1.13)

3.82 (.91)

SEV

3.67 (1.16)

3.35 (.99)

2.04 (1.43)

1.59 (1.18)

2.92 (1.32)

2.45 (1.26)

n=22

n=23

PHY

3.60 (1.64)

3.07 (1.29)

MEN

5.10 (1.24)

5.53 (1.05)

DIF

3.95 (1.17)

4.04 (1.38)

DES

4.14 (1.05)

4.27 (1.00)

SEV

3.53 (1.38)

3.65 (1.21)

2.05 (1.21)

2.35 (1.67)

2.82 (1.44)

2.57 (1.47)

표집크기
비근접
자료

인지
부하
요인
이해
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표집크기

인지
부하
요인

근접
자료

사전검사
사후검사

이해
검사

(N=91)

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과제수행에 대한 처치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분석결과에서는 근접성 여부와 주 길이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표 2>는 줄 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신적 노력에 대한 일변량공변량분산
변량원
사전점수(공변량)
근접성(A)
줄길이(B)
A×B

<표 2> 근접성과 줄길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2.80

1

2.80

2.85

.095

.01

1

.01

.01

.934

4.15

1

4.15

4.23

.043*

.03

1

.03

.03

.864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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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표이다.
3. 결 론

줄 길이와 근접성에 따른 요인설계에서 줄 길이에 의한 주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줄 길이에 의한 주효과도 인지부하 요인 중에서 정신적 노력 요인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줄 길이를 짧게 하는 것(25cpl)이 정신적 노력을 촉
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제처리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입력받을 때,
줄 길이가 짧을수록 더 심층적인 자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그림-텍
스트 자료의 설계에서 텍스트의 줄 길이는 정보의 인지처리를 위한 주의집중 단계에
서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이해도와 같은 학습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근접성
원리보다도 자료 입력 단계에서의 줄 길이가 우선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
우라고 하더라도 줄 길이에 의한 영향력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실험 2: 과제유형에서의 근접성 효과 분석
1. 연구방법

연구대상
실험 2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국립대학교 학생 80명이었다. 실
험 1과 실험 2의 참가자는 서로 다르다. 남학생은 30명으로 37.5%였으며, 여학생은 50
명으로 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조건에 따라서 각 40명씩 임의로 할당되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 처치 1주일 전에 사전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
은 완전 무선할당방식으로 처치조건에 배정되었다.
1)

독립변수
실험 2에서는 텍스트의 줄 길이를 25cpl로 고정해서 제공했는데, 실험 1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실험 2의 독립변수는 과제유형(개념과제 vs. 절차과제)과 근접성의 여부
2)

- 414 -

텍스트의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가 과제유형에 따라서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

근접자료 vs. 비근접자료)이다. 개념과제는 인간의 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개념과제는 귀가 담당하고 있는 평형감각을
학습하면 되는데, 이 감각기능들은 서로 연계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절차과제는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한 순서를 학습
하는 것이다.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 개념에 대한 올바른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념들의 순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근접성의 여부
는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과 자료설명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즉,
개념과제는 요소 상호작용성이 낮은 과제이며 절차과제는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은 과
제이다.
(

종속변수
(1) 인지부하요인
실험 1과 동일한 측정문항이 적용되었다. 인지부하 측정을 위한 다섯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설계되었다. 개념과제와 절차과제에서의 다섯 요
인에 대한 문항은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개념과제에 대한 인지부하 설문의 문항 내적
일치도는 PHY=.97, MEN=.86, DIF=.90, SEV=.82, USE=.92이다. 절차과제에 대한 문항
내적일치도는 PHY=.96, MEN=.87, DIF=.89, SEV=.88, USE=.95였다.
3)

이해도 검사
학습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이해도 검사는 개념영역과 절차영역으로 구분되어 채점
되었다. 실험 1과는 달리 실험 2에서는 주제영역에 따라서 채점영역을 구분했다. 영역
별로 각 5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형검사지로 구성되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사전검사는 1주일 전에 실시되었다. 사전검사의 점수도 개념 및
절차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2)

읽기 시간
읽기 시간은 각 학습영역(개념 vs. 절차)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읽기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하면 학습을
종료하도록 했다. 측정단위는 초(second)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종료를 학습자가 결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읽기 시간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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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료
[그림 3]은 실험 2에서 적용된 그림의 처치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실험 2의 줄 길이
는 25cpl로 설정되었다. [그림 3]의 (좌)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림에
대한 텍스트 설명은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서 제시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에 [그
림 3]의 (우)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그림과 관련된 텍스트가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4)

[그림 3] 25cpl 조건에서 근접성 자료(좌)와 비근접성 자료(우)

실험절차
실험 2도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참가자들은 완전무선할당 방식으로 배치되
었다. 과제의 유형(개념과제와 절차과제)은 반복적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실시되었다.
단,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제제시 순서는 임의로 배정되었다. 즉, 전체 실험인
원의 절반은 개념과제→절차과제의 순서로 학습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절차과제→개
념과제의 순서로 학습을 했다. 각 과제를 끝낼 때마다 인지부하 설문을 실시했으며,
모든 과제를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가문항을 풀도록 하였다. 실험 2의 평균적인
소요시간은 25분 정도였다.
5)

2. 결과

개념과제
<표 3>은 과제유형(개념 vs. 절차) 및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근접자료 vs. 비근접
자료)에 따른 인지부하 요인, 읽기시간, 이해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우
선 인지부하요인에 대한 다변량공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사용성(USE) 요인(F=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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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제유형(개념 vs. 절차)별 근접성에 따른 인지부하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80)
과제유형
각 집단별 표집크기
(n=40)
개념과제
절차과제
비근접
자료
(n=40)

근접
자료
(n=40)

인지
부하
요인

PHY

2.28 (1.20)

2.68 (1.33)

MEN

5.50 (1.00)

5.43 (.95)

DIF

3.11 (1.26)

3.69 (1.28)

DES

4.69 (1.14)

4.47 (1.21)

SEV

4.76 (0.93)

4.53 (1.04)

767.67 (437.64)

1207.32 (509.80)

2.58 (1.55)

2.75 (1.37)

2.73 (0.91)

3.35 (1.31)

PHY

2.62 (1.30)

2.41 (1.18)

MEN

5.46 (1.04)

5.51 (1.10)

DIF

2.55 (1.02)

2.85 (1.11)

DES

5.25 (1.16)

5.31 (1.08)

SEV

5.31 (0.093)

5.15 (1.06)

907.88 (438.22)

1326.77 (461.97)

3.20 (1.34)

3.62 (1.72)

2.75 (1.03)

3.80 (1.28)

읽기시간
사전검사
이해
검사
사후검사
인지
부하
요인

읽기시간
사전검사
이해
검사
사후검사

과 자기평가(SEV) 요인(F=5.09, p=.027, η =.06)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 즉, 근접성 원리를 적용한 조건에서 사용성 요인 및 자기평가 요인에 대한 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26, η2=.06)

2

절차과제
절차과제에서는 과제난이도(DIF) 지각(F=6.53, p=.013, η =.06), 사용성(USE) 요인
(F=111.91, p=.001, η =.14), 자기평가(SEV) 요인(F=5.91, p=.024, η =.06)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절차과제인 경우에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한 처치조건에서 과제
난이도 지각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사용성 요인과 자기평가 요인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65, p=.020, η =.07).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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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개념과제
실험 2에서는 과제유형에 따라서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개념
과제의 경우에는 사용성 요인과 자기평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
접성 원리를 적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받은 집단의 사용성 요인과 자기평가 요인에 대
한 지각점수가 근접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실험 1에서는 근접성 원리에 의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
이다. 실험 2에서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성 요인과 자기평가 요인에서 긍
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읽기 시간이나 이해도 검사
에서는 근접성 원리의 적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1)

변량원

<표 4> 개념과제에서 인지부하요인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PHY

4.26

1

4.26

2.86

.095

MEN

0.08

1

0.08

0.07

.788

DIF

2.46

1

2.46

2.22

.140

USE

6.80

1

6.80

5.13

.026*

SEV

4.21

1

4.21

5.09

.027*

2.65E9

1

5.65E9

3.00

.088

0.37

1

0.37

0.46

.498

읽기 시간
사후검사
* p<.05

절차과제
절차과제에서는 개념과제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절차과
제에서도 인지부하 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절차과제에서
는 과제난이도, 사용성, 자기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과제난이
도 지각은 개념과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결과이다. 절차과제에서는 근접성 원리를 적용
한 학습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
이다. 사용성 요인 및 자기평가 요인에 대한 반응은 개념과제에서와 동일했다. 읽기
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념과제와는 다르게 이해도
2)

- 418 -

텍스트의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가 과제유형에 따라서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접성 원리가 적용된 학습 자료를 사용한
집단의 이해도 검사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근접성 원리의 학습결과에 긍정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근접성 원리의 적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근접성 원리는 과제
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과제난이도 지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근접성 원리가 절차과제에서만 유의미했다는 것은 과제유형에 따라서 학
습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습내용에서의 요소 상호작
용성이나 난이도와 같은 요소가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다.
변량원

<표 5> 절차과제에서 인지부하요인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PHY

.62

1

.62

.39

.535

MEN

.05

1

.05

.05

.828

DIF

9.09

1

9.09

6.53

.013*

USE

15.65

1

15.65

11.91

.001**

SEV

5.91

1

5.91

5.34

.024*

5.16E9

1

5.16E9

2.22

.140

6.61

1

6.61

5.65

.020*

읽기 시간
사후검사
* p<.05, ** p<.01

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요소 상호작용성과 인지부하의 관계
이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의 하나는 학습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조건이다.
즉, 개념과제와 절차과제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도 검사에서의 차이점을 구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과제유형을 개념과제와 절차과제를 구분하면서 학습성취에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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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과제유형에 수반된 학습활동의 복잡성
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van Merriënboer & Sweller, 2005). 절차과제는 개념과제
보다 복잡성이 높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거나 난이도 높은 과제에는 근접성의 적용효과가 더 나
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소 상호작용성이 높거나 과제복잡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지부하와 관련된 요소들의 영향관계가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텍스트의 줄 길이와 과제 난이도와의 관련성
그림-텍스트 자료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적 심성모형의 형성은 학습과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1의 연구에서는 근접성에 의한 처치효
과는 없었지만 오히려 텍스트의 줄 길이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결과를 반영하여 텍스트의 줄 길이를 일정하게 고정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텍스트의 줄 길이와 과제유형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논의 할 수는 없
다. 그러나 류지헌(2010a)은 세 수준의 줄 길이(짧은 길이, 중간 길이, 긴 길이)와 학습
자의 사전지식 수준(상위집단 vs. 하위집단)에 따른 학습성취를 비교했다. 그 연구 결과
를 보면, 성취수준 상위집단은 가장 긴 줄 길이에서 더 높은 학습효과를 보였지만 성
취수준이 낮은 하위집단은 짧은 줄 길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과 줄 길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류지헌의 연구(2010a)에서 사전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효과적인 줄 길이
가 달라졌다는 것은 학습내용의 처리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
에서도 절차과제가 제시된 상태에서는 난이도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것은 텍스트의 줄 길이와 같은 정보처리에서 과제 난이도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Kirschner, Kester, & Corbalan, 2011).
2)

줄 길이와 근접성 원리의 적용효과
실험 1의 결과를 보면 근접성 원리보다는 줄 길이가 유의미한 처치 변수였다. 근본
적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학습시간에 대한 통제를 학습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접성 원리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류지헌(2010b)의 연구에서는 개념과제와 요약설명과제를
비교하면서 짧은 줄 길이와 긴 줄 길이와의 관련성을 비교했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면,
개념과제에서는 짧은 줄 길이가 효과적이지만 요약설명 과제에는 긴 줄 길이가 더 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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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류지헌의 연구(2010b)에서는 텍스트 자료만 활용했다.
그의 실험결과 중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부분은 요약설명과 같이 어려운
과제에서 긴 줄 길이 조건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짧은
줄 길이로 고정했지만 절차과제에서 더 높은 학습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
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연구의 실험조건에서는 과제난이도에서의 지각수준
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즉, 짧은 줄 길이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복잡한 과제
를 수행할 때는 과제난이도에 대한 지각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된 것은 그림-텍스트 자료와의 이해통합과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보입력과 그림 자료와의 주의집중 요소
이 연구를 통해서 정보입력 단계에서도 자료구조의 형식이 인지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와 그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가독성을 고려한 이해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적 이해가
진행된 이후에 그림에 대한 통합과정이 진행된다. 근접성의 원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림-텍스트 자료에서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적 심성
모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각정보의 결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Lin & Atkinson, 2011). 이 연구에서는 근접성의 원리만 적용되었으나 주의집중
을 유도하는 다양한 전략이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Amadieu, Mariné,
& Laimay, 2011; Meyer, Rasch, & Schnotz, 2010). 시각자료의 역동성과 같은 요인이 적용
될 경우는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바꿔주어야 하는 것과 같이 주
의집중 유도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자기평가 요인에 대한 고려
실험 2에서 개념과제 및 절차과제에서 근접성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자기평가 요인
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요인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
신의 인지과정을 평가해서 효율적인 사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자기평가 요인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는 것은 처치조건에 따라서 인
지적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자기
평가적인 요소를 고려한 인지부하 관련 연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Vasile et al.,
2011; Zheng et al., 2009).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자기평가적인 요인이 어떻게 그림텍스트 자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평가나 자기효능감 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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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인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자신감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
이다(Paas, van Gog, & Sweller, 2010).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갖고 있는 자신감 요인과
효율적인 인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제 언

이 연구를 통하여 그림과 텍스트를 함께 제시할 때는 줄 길이도 중요한 설계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줄 길이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제
유형에 따라서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
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텍스트의 줄 길이는 근접성 원리의 적용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바일 장치와 같이
화면면적이 작은 장치의 설계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화면공간이 작아진다
는 것은 줄 길이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바일 장치에서
의 텍스트 설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실험 2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줄 길이의 폭을 고정했을 때 근접성 원리의
적용여부는 학습 성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인지부하 영역에 대해서
도 다양한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줄 길이가 좁게 고정
될 수밖에 없는 모바일 장치에서 근접성 원리의 적용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설명식 텍스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레
이션과 같은 음성정보의 활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 일부의 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설계전략을 적용한다면 과
제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음성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인지부
하의 용량을 낮춰줌으로써 절차과제라고 하더라도 인지부하의 총량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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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ntiguity Principle on the Cognitive Load
Factors in Different Line Lengths and Types of Task
Jeeheon Ryu†(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ole of line length in text and types of task
when learning with a combination of text and graphic. This study set up two specified goals.
First, the experiment 1 was to identify if the line length. Ninety one students participated into
2 by 2 factorial design. The result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by the line
length. Specifically, the condition of 25cpl showed higher mental effort than those of 75cpl. The
following experiment 2 was conducted with 80 college students. For this experiment, two types
of task (concept learning vs. procedural learning) were implemented. For the concept learning,
usability and self-evaluation fac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no differences of the
rest factor were found. Indee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reading time and comprehension test. However, for the procedural learning,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For the cognitive load factors, perceived task difficulty, usability, and self-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treatment conditions. Additio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comprehension test score. The group with a learning material of contiguity
principle outperformed the group with non-contiguity learning material.

Key words : Cognitive Load Theory, Contiguity Principle, Lin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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