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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는 인쇄된 텍스트자료를 읽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인지 노력이 소요된다.특히,디지털 학습자료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시각자료는 디지털 학습자료의 읽기과정이 과연 인쇄된 학습자료의 읽

기과정과 동일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연구자들은 디지털 자료

에서의 시각 이미지가,텍스트에서와 달리,텍스트에 보조 으로 덧붙여져 이

해를 돕는 수동 존재로서가 아니라 추론이나 정신모형 형성, 극 인 해석

과 조작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인지 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디

지털 학습자료는 다양한 각종 시각자료와 텍스트가 혼재된 형태를 띠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료의 읽기에 있어서 시각물의 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학습자료를 통한 학습을 이해하기 해

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의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그 읽기과

정의 기 에 놓여있는 학습자의 인지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화면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의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지 메커니즘이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는지를 탐

구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즉,이 연구는 학습자가 극 으로 시각자

료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시각 지능의 활용 과정,학습자의 읽기과정에서 나타

나는 텍스트와 시각물에 한 인지 과정,학습자가 인식하는 디지털 텍스트

에 한 맥락의 형성 과정 등에 한 경험 증거를 획득하고 이를 해석함으로

써 디지털 학습자료의 인식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근본 인

목 을 두고 있다.이 연구의 구체 목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되

는 경우의 디지털 텍스트에서,1)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의 정도 2)텍스

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의 정도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3)디지털 텍스트에서의 읽기과정 메커니즘을 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시선추 에 의한 읽기과정 데이터분석,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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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개발된 메커니즘에 한 타당화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이 연구의

참여자는 27명의 학생이었으며,이 24명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각 연구

상황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학습자료를 읽는 동안 시선의 움직임을 추 하 으

며,종료 후 인터뷰를 실시하 다.읽기 과정을 분석하기 하여 수집된 데이터

를 심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의 코더가 질 분석을 수행하 으며,분석

소 트웨어를 통해 학습자의 시선고정시간 횟수,시선이동 빈도 확률을 검

토하 다.이를 종합하여 읽기와 지 작용의 과정,지 작용의 요소를 추출하

여 메커니즘을 탐색하 다.

연구결과,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단계는 기

정신모형(initialmentalmodel)형성단계로 텍스트를 체 으로 일별하는 단계

이며 아직 읽기를 본격 으로 시작하기 단계인 읽기 과정 기에 해당한다.

이 때 학습자는 경험과 사 지식을 통해 체 인 학습내용의 주제 임워크

를 희미하게 설정하게 된다.두 번째 단계는 기 정신모형을 정교화 하는 단

계이다.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시각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거친 형태의 기 정신모형의 세부 내용을 채우게 된다.이

과정에서 희미했던 정신모형은 차 정교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세 번째 단계

는 정교화된 정신모형을 확인하는 단계이다.학습자는 형성한 정신모형을 텍스

트 시각자료와 비교하면서 정확한 정신모형을 형성하 는지 확인하여 학습

내용을 반복 으로 종합하게 된다.이러한 세 단계에 걸친 과정은 디지털 텍스

트의 읽기과정 메커니즘으로서 도표화 되었으며 여기에는 각 단계별 주요 요소

들의 인과 계와 각 단계별로 교수설계 시의 주요 고려 사항이 포함되었다.

끝으로,연구결과에 비추어 디지털 학습자료의 읽기 과정과 메커니즘,텍스트

와 시각자료의 련성 등가성에 한 이론 함의,시각자료의 역할을 고려

한 교수설계와 메시지 디자인 원리 용에 한 시사 이 논의되었다.이를 바

탕으로 추후 연구를 한 몇 가지 주제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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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간의 삶과 학습을 변화시켰다.특히,인터넷을 시한

네트워크 환경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축 하고 소통하는 학

습을 가능하게 하 다.

그러나 디지털 학습자료의 가독성 문제는 교육공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

에서 제기되어 왔다.이는 디지털 학습자료가 아날로그 시 의 인쇄 학습자료

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첫째,디지털 학습자료는 인쇄 학습자료

에서 느낄 수 있는 부피감이나 무게,크기, 체 인 형태,배열,길이 등 콘텐

츠의 범 나 양에 한 물리 정보를 획득하기에 한계를 지닌다(한안나,

2006).둘째,디지털 학습자료의 정보 구조는 숨겨져 있고 복잡하게 연결된 비

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 인 정보구조를 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일주,1999;성은모,2011;Coire,Knobel,Lankshear,& Leu,2008;Khan,

1997).셋째,디지털 학습자료는 인쇄 학습자료와 달리 읽으면서 학습자가 을

거나 메모나 노트를 정리하는 등의 학습 략을 사용하기 힘들며(Larson,

2012),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개진하기에 불편하다(임철

일,김민강,김윤정,2005).

결국 학습자들은 디지털 학습자료를 꼼꼼히 정독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취하

기보다 직 이면서 비연속 인 읽기와 사고 과정을 취하여 충 읽거나,강

조된 부분을 선택 으로 읽는다(권순희,2003;성은모,2009;Daine,2003).혹은

방 하고 복잡한 학습자료 속에서 학습내용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하다가 방향

을 상실하고 좌 하기도 한다.

즉,디지털 학습자료가 인쇄 학습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이로

인해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할 때 다른 심리 기제와 지 작용으로 읽기 활

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나일주,한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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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Leu,Kinzer,Coire,& Cammack,2004;Shapiro& Niederhauser,2004;

Walsh,2006).그 기 때문에 디지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자 읽기 활동과 그에

따른 심리 기제 지 작용에 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옥 진,

2013;Bearne,2003;Leu,Kinzer,Coire,&Cammack,2004).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에 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역에서 이루어졌다.디

지털 학습자료에서의 텍스트 읽기 활동에 한 연구,디지털 학습자료에서 시

각자료의 효과 인 활용 설계 략에 한 연구,시각자료 시각 사고

과정에 한 이론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디지털 학습자료에서의 텍스트 읽기 활동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Tabatabai&Shore,2005;Tremayne&Dunwoody,2001).디지털 학습자료의

텍스트 읽기 활동에 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언어교육,문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주로 학습자의 읽기 활동을 평가하기 한 항목을 도출하거나 읽

기 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해 그 활동을 유목화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시선추 방법(eyetrackingmethod)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자료 읽

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디지털 텍스트에서 단어나 문장을 어떻게 정보처리하

여 기억하는지를 연구하거나(Bolger&Zapata,2011;Brusnighan&Folk,2012;

Cruter,Lew-Williams,&Fernald,2012),디지털 텍스트에서 읽기에 숙련된 사

람과 심자의 읽기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Hyönä,LorchJr,& Kaakinen,

2002;Hyönä &Nurminen,2006)등이 주요 심의 상이다.

디지털 학습자료 역시 인쇄 학습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텍스트 이해 연구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즉,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악하

는지에 을 두고 있다.이와 련된 연구들은 주로 Kintsch와 van

Dijk(1978)의 텍스트 이해 모형(ModelofTextComprehension),Kintsch(1988,

1998)구성-통합 이론(Construction-Integration)을 생각할 수 있다.이 연구들은

체로 학습자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들이 공통 으로 논의하고 있는 세 단계는 표면 의미 수용,내용에

한 명제 상정,의미 재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즉,텍스트의 구조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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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와 같은 표면 특성을 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그 과정을 거

쳐 텍스트나 그래픽의 주요 내용을 명제로 도출하는 과정을 지나 학습자의 사

지식 경험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을 두었으며,시각자료는 텍스트 이해를 돕는 도구로 인식되어 텍스트 이

해 과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언 되고 있다.

둘째,시각자료 활용에 의한 학습효과,시각자료 활용 설계 략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시각자료는 학습 효과에 있어 요한 요소로 일컬어진다

(Ayres,Marcus,Chan,&Qian,2009;Mayer,2001).

시각자료 활용의 학습효과 검증 연구는 인쇄 학습자료에서부터 디지털 학습

자료를 상으로 한 많은 결과물이 축 되었다.인쇄 학습자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학습자료에서도 주요 심은 시각자료와 언어자료가 함께 제시될 경우

기억이나 이해 측면에서 학습효과가 있는 지이다.학습효과 검증을 해 동일

한 학습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할 때와 시각자료로 제시할 때의 단순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기억이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Anglin,1986,

1987;Mayer,1989;Peeck,1987;Towers,1994),동일한 학습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할 때와 시각자료로 제시할 때,그리고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할

때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기억이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한 실험 연구(Hannafin,1988;Holmes,1987),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함께 제

시할 때에 어떤 시각자료가 효과 인지에 한 연구로 정 시각자료와 동

시각자료를 비교한 연구(Ayres,Marcus,Chan,& Qian,2009;ChanLin,1998,

1999,2000;Mayer,Sims,& Tajika,2005)등이 있다.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결국 언어자료와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언어자료만 제공

하거나 시각자료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학습에 효과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자료와 함께 단순히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을 한 설계 략이 강조되고 있다(조 환,박 정,김정연,석유

미,이신혜,2015).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과 ‘등가성’을 고려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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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략은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련성에 있어,텍스트와 련된 내용의

시각자료를 제시할지,텍스트가 포함한 정보를 시각자료에도 동일하게 제시할

지에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있어 Levie와

Lentz(1982)는 텍스트의 내용에 합하지 않은 그림자료를 제시하 을 경우 학

습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고 보고하 으며,나일주와 성은모(2007),

Levie(1987),Orderindi(1975),Goldsmith(1987),Bannert(2003),Mayer(2009),

Sung과 Mayer(2012)등도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학습효과나 학

습자의 심상 사고 활동이 달라진다고 보고하 다.등가성에 있어서는 텍스트

가 포함한 정보의 양과 시각자료에서 제시한 정보의 양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제시할지에 한 정도를 다루는 문제이다.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해

연구한 Baggett(1979),Baggett과 Ehrenfeucht(1982),Hegarty와 Just(1989)등

은 텍스트가 포함한 정보를 동일하게 표상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등가

성이라 표 하지는 않았으나,텍스트의 내용을 압축,축약하여 시각화하려는 노

력은 여러 학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언어정보의 시각화(허균,2006),시각

추상화(visualabstraction)를 통해 시각화하는 시각 지식 조직자(visual

knowledgeorganizer)(한안나,2006)와 시각 요약자(visualsummarizer)(이지

,2012), 차 지식의 텍스트를 그림으로 제시하는 비주얼 내러티 (visual

narrative)(변 정,2011)등의 연구가 그 라 할 수 있다.

셋째,디지털 학습환경에서 시각자료의 활용과 해석에 한 새로운 에

한 이론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시각은 주로 언어자료와 시각자료에 한 정보처리이론에 바탕을 두

고 설명되었다. 를 들어,정보처리이론(Atkinson& Shiffrin,1968),이 부호

화이론(Paivio,1978,1990,2009),에피소딕버퍼이론(Baddeley,2000),멀티미디

어 인지이론(Mayer,2001)이 시각자료와 언어자료에 한 정보처리를 이론 으

로 설명한 표 인 이론들이다.이 이론들은 시각자료와 언어자료가 독립 인

두 종류의 처리과정을 거쳐 각각의 기억에 장되며(Paivio,1986),시각기억과

언어기억이 하나의 에피소딕버퍼(episodicbuffer)에서 의미와 혼합되어 장기기

억으로 장되고(Baddeley,2000),시각자료와 언어자료에 한 선택과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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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동기억에서,통합은 장기기억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보가 장기기억에

장될 수 있도록 진해야 한다(Mayer,2001)고 설명하 다.이들은 주로 인지부

하(cognitiveload)의 에서 시각자료를 제시할 때에 학습자의 인지과부하를

이는지 혹은 오히려 증가시키는지에 심을 가졌다(Clark&Lyon,2011).

그러나 디지털 학습환경의 변화는 시각자료를 수동 에서 벗어나 시각

자료의 활용을 극 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의 필요성을 요구한다(Ware,

2008).시각자료의 발달과 학습환경의 변화는 시각자료를 텍스트의 내용을 기억

하고 이해하기 한 수동 자료가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폭넓게 추론

(inference)하고 생각의 확장을 불러일으켜 극 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Baggett,1989;Kozma,1991;Larkin&Simon,1987).

이와 련하여 나일주(2007)는 인간시각지능이론(HumanVisualIntelligence)을

제시하 다.그에 의하면 인간시각지능이론은 인간의 시각을 언어 지능과 상

호보완 인 것으로 보면서 시각물을 머릿속으로 해석하고,이리 리 변형시키

거나 재조직하면서 조작하며,더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차원까지 장하는 잠재 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에서 시각자료를 수동 에서 벗어나 학습에 있어 극 인

존재로 인식하기 해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수동

인 에서 시각자료는 텍스트의 보조 수단이라는 계가 유효했으나,

극 인 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계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아울러 텍스

트와 시각자료의 새로운 계 설정 속에서 무엇을 시각자료로 제시할 것인가에

한 고민도 함께 동반된다.

지 까지의 디지털 학습자료와 련된 연구와 이론들을 살펴보면,디지털 학

습환경에서 디지털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시각자료의 활용을 새

로운 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첫째,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수동 차원의 시각자료가 아니라 추론이나 정

신모형 형성,학습내용의 극 인 해석과 조작의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

다.기존의 연구에서 시각자료의 해석을 지각(perception)의 수 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학습자가 시각자료를 지각한 후 어떤 지 작용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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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어떤 작동 기제가 발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디지털 학습자료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

정에 있어 텍스트 내용이해 보다 시각자료 이해 심에서 읽기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앞서 언 하 듯이,디지털 학습자료 읽기는 인쇄 학습자료 읽기

와 다른 지 작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학습자

료 읽기 과정과 기 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디지

털 학습환경에서의 읽기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이나 언어교육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텍스트 심의 분석을 주된 연구 심으로 삼고 있다.이

때 시각자료의 요성이 강조되는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

될 때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 상정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탐색하는 근본 인

목 은 디지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자료를 설계,개발,제공하기 함이다.텍

스트와 시각자료가 련성이 높은 계인지,시각자료가 텍스트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가의 계인지를 상정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탐색하고,이를 통해 디지털 학습자료에서의 메시지 설계에 한 시사 을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디지털 학습자료의 읽기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학습성과(learning

outcome)보다 학습과정(learningprocess)에 한 객 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기존의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연구에서는 학습자

료를 읽은 후 기억과 인출을 확인하는 방식을 용하 다.그러나 이는 학습성

과를 심으로 한 연구방법으로 학습의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

을 받고 있다(vanGog,Kester,Nievelstein,Giesbers,&Paas,2009).

이러한 맥락에서,디지털 학습자료의 읽기 과정을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시선추 방법(eye-trackingmethod)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의 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을 지

니고 있다.즉,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에서 시선의 움직임을 수치화하고 도식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학습자의 읽기 활동을 극 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



- 7 -

법이라 할 수 있다(vanGog,Kester,Nievelstein,Giesbers,&Paas,2009).

이에 본 연구는 시선추 방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텍스트와 시

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학습자료에 해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인지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특히,디지털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련이 있는지,텍스트가 내포한 정보와 시각자료의 정보

가 동일한지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검토하고 각 디지털 학습자료의 유

형에 따라 학습자 읽기 활동의 기 에 작동하는 인지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하 다.

2.연구문제

이 연구는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에 해 어떤 읽

기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지,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 한,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 측면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

의 련성과 등가성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 인 연

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된 디지털 학습자료의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

는 학습자의 인지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가.학습자의 시선은 어떤 과정과 순서로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가?

나.학습자의 시선은 어디에 더 많이 머무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읽기 과정 기 의 인지 메커니즘은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가?

둘째,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패턴은 어

떠한가?

가.텍스트로 체 불가한 시각자료가 제공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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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어떠한가?

나.텍스트 부가 인 시각자료가 제공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패턴은

어떠한가?

다.텍스트와 련 없는 시각자료가 제공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패

턴은 어떠한가?

셋째,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패턴은 어

떠한가?

가.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의 시각자료가 제공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정

과 패턴은 어떠한가?

나.텍스트 비 등가 정보의 시각자료가 제공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패턴은 어떠한가?

다.텍스트 비 과정보의 시각자료가 제공될 때,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패

턴은 어떠한가?

3.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목 은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

된 학습자료로 학습할 경우 읽기 과정은 어떠한지,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 측면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

가 련 있는지,텍스트가 포함한 정보와 시각자료의 정보가 동일한지에 따라

읽기 과정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

이 연구는 이론 ,실천 으로 세 가지 역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이 연구는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텍스트 시각자료에 한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시각 사고 과정에

한 학문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구체 으로는,디지털 학습환경에

서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학습자가 어떤 과정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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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진행하는지,그 패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학습자의 학습자료 이해와

해석 메커니즘을 탐색함으로써 인지 시각 사고 연구의 지평을 확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학습자의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과 해석 메

커니즘은 학습자료 설계에 실천 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즉,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고 해석할 때에 어떤 경로로 학습하는지,어떤 방식으로 해석하

는지에 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는 학습자료를 설계 하는 데에 기 인

바탕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과 등가성

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읽기 과정은 디지털 학습자료 설계에 있어 더욱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이 연구에서 용하는 디지털 학습자료에 한 학습자의 시선추 방법

은 연구방법 측면에서 이론 ,실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학습자

의 학습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최근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

는 빅데이터 분석 학습분석 등의 연구방법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4.용어 정리

1)읽기 과정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시선을 움직여 학습자료를 읽는 행

뿐 아니라 머릿속으로 학습내용을 재구성,의미화하는 지 작용까지를 포함한

다.

2)메커니즘(mechanism)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행동을 형성하는 무의식 정신 정서 패턴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정신 (mental)패턴,기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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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각자료

시각자료는 비언어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서(Lohr, 2008), 그래픽

(graphics), 사진(pictures), 삽화(illustrations), 차트(charts), 다이어그램

(diagram)등의 비언어 시각자료를 의미한다.

4)시선운동(eyemovement)

이나 그림과 같이 정지하고 있는 상을 보거나 읽는 의 운동은 도약안

구(saccade)운동과 고정(fixations)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이춘길,2004;Kinsler

& Carpenter,1995).이때 시선고정(eyefixations)은 시선이 한 방향을 응시하

는 것을 의미하며,한다.시선도약(eyesaccade)은 안구가 머리와 함께 같은 방

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선도약운동(gazesaccade)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

이 안구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도약안구운동(saccadiceyemovement)을 통

해 시선고정을 해 응시할 상을 탐색하기 한 빠른 운동이다.시선이 도약

하는 동안에는 체로 시각이 거의 없어지며,흔히 30ms이내에 완료된다(이춘

길,2004).

5)시선고정(eyefixations)

시선고정은 시선이 한 방향을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학습자료 화면에서

제시되는 요소인 제목,본문 텍스트,그림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100ms이상

일 경우 시선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일정 시간 이

상 시선이 머문 것으로 그 동안 시선이 고정된 상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 인

지 노력을 꾀한 것으로 본다.

6)시선이동

시선이동은 학습자료에 시선이 고정된 이후에 다음 시선 고정을 의미한다.

시선고정과 시선고정 사이에는 시선도약운동이 포함되어 있으나,시선이동에서

는 선행 시선고정에서 후행 시선고정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고,시선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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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제외하 다.이는 제목,본문 텍스트,그림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

읽고 해석하는 인지 노력을 투여하는 상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7)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은 내용 합성(contentappropriateness)(Schnotz

& Bannert,2003),텍스트와의 유사성(textparallels)(Goldsmith,1987)등의 용

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텍스트에서의 개념이나 주제와 시각자료에서 표상하려는

주요 내용이 의미상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시각자

료의 련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는데,텍스트로 표 할 수 없어 시각

자료가 필수불가결한 유형,텍스트의 내용에 부가 인 시각자료 유형,텍스트의

주제와 련 없는 시각자료 유형으로 구분하 다.

8)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은 텍스트가 포함한 정보의 양과 시각자료에서

제시한 정보의 양이 동일한지 여부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등가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데,텍스트 비 부족한 정

보를 포함한 시각자료,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시각자료,텍스

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시각자료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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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학습자 읽기 과정

메커니즘 도출이라는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디지털 학습자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읽기과정의 변화,학습자료 읽기에 한 이론과 텍스트와 시각자료

의 이해와 해석,시각자료의 활용과 학습효과,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에

한 원리 연구를 탐색하 다.아울러 학습과정을 살펴보기 한 시선추 방법

을 살펴보았다.

1.디지털 학습자료의 특성과 읽기

이 에서는 디지털 학습자료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디지털 학습자료와

학습자의 읽기 활동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디지털 학습자료의 특성과 읽

기 활동에 해 탐색하고자 한다.

1)디지털 학습자료의 개념 특성

디지털 학습자료는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제시되는 학습내용을 의미

한다.디지털 자료가 개발되기 이 에는 종이로 된 인쇄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이나 학습에 활용하 으며,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학습자료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학습자료는 인쇄 자료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디지털 학습자료는 단순히 언어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 기호나

동 ,상호작용 인 기능까지 확장된 멀티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가진다(백 균,

1999;이지 ,2012;Jones,1989)이러한 특성은 학습자의 이 정보처리를

요구하는데(Clark& Lyons,2004;Lohr,2008;Mayer,2001),언어정보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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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학습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돕는다.

둘째,선형 으로 제시되며,하나의 층으로 제시되는 선형성과 단면성을 지니

는 인쇄 학습자료와 달리 디지털 학습자료는 상호작용성과 층성을 지니는 입

체 인 자료이다(나일주,1999;Coire,Knobel,Lankshear,& Leu,2008;Khan,

1997).인쇄 학습자료에서는 학습자가 선형 으로 제시된 목차와 구조에 따라

내용을 읽고 이해한 것을 재구성,재배열하면서 입체화하게 된다.즉,이해한

내용을 재구성하고 입체화하는 작용은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그러나 디

지털 학습자료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서가 아니라 병렬 혹은 층 ,

입체화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학습자와 학습자료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지 작용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옥 진,

2013).

셋째,디지털 학습자료는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제시 방식을 취

할 수 있다.그 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 제시가 가능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끄

는 데에 효과 이다(김 수,1991).반면,한 화면에 제시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 제한 이어서 인쇄 자료에 비해 은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김세리,2006).

2)디지털 학습자료와 학습자의 읽기

학습자는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고 학습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송상호,2000;유병민,2001;Gibbons,Peters,& Bryan,2003).그 이유는 디

지털 학습자료의 속성으로 인한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디지털 학습자료는 인쇄 학습자료에 비해 가독성(legibility)이 낮다고

평가된다(김창국,2002).가독성은 해상도 등 단어나 문장을 읽는 것 자체에

한 특성 뿐 아니라 제시된 정보를 지각하고 의미를 악하는 데에 있어 명료한

지도 해당된다(Hartley,1985).그 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디지털 학습자료는 인

쇄 자료에 비해 읽는 속도가 25% 정도 느려지고,그에 한 기억력 한 5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된다(Liu,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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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디지털 학습자료는 텍스트 정보 간 연결되어 있는 노드와 링크 간의

거리와 양을 악하기 힘들며, 체 페이지를 한 으로 훑어보기 어렵기 때문

에 텍스트 정보 간의 체 인 구조를 악하기가 어렵다는 제한 을 가진다

(성은모,2009;오상희,1994).

셋째,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으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인출하는 과정이 인쇄

자료에 비해 디지털 자료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나일주,한안나,

2006;성은모,2009;Coire,Knobel,Lankshear,& Leu,2008;Hammond&

Allison,1989).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학습자는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읽고 학습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며,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활동에서 변화된 읽기

과정과 지 작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결국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학습자

는 텍스트의 내용을 꼼꼼히 정독하여 읽음으로써 이해하는 과정을 취하기보다

비선형 인 개념을 가지고 선독,발췌독,속독을 통해 직 이면서 비연속 인

읽기와 사고 과정을 취하여 충 읽거나,강조된 부분만을 선택 으로 읽는다

(권순희,2003;김회수,1994;성은모,2009;Daine,2003;Liu,2005)

그런데 디지털 학습자료를 상으로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다양한 설계와 제시 방식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

하고,여 히 인쇄 학습자료의 환경 특성을 제로 하고 있다는 이다(나일

주,한안나,2006;Leu,Kinzer,Coire,& Cammack,2004;Shapiro &

Niederhauser,2004;Walsh,2006).

둘째,학습자들이 인쇄 학습자료를 할 때와 디지털 학습자료를 할 때 다

른 심리 기제로 읽기 활동을 하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다(나일주,진성희,2008;Leu,Kinzer,Coire,& Cammack,2004;Oliver,

Herrington,& Omari,1996).특히,학습자들은 인쇄 자료에 비해 디지털 학습

자료를 인식하는 느낌(feelingofexistence)과 내용 변화가능성(contentupdate

ability)을 염두에 두어 인쇄자료를 더 안정 이고 신뢰로우며, 구 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나일주,진성희,2008:Lacroix,1999).그로 인해 학습자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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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학습자료를 가상 인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학습자

료를 읽는 데에 필요한 집 력이 하되고 이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성

은모,2009).

결국 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어떠한 읽기 과정을 겪는

지,이때 발생하는 지 작용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은 디지털 학습환경에

서 학습자료를 설계하고,개발하여 제공하는 데에 있어 바탕이 되는 연구

역이라 할 수 있다.

2.학습자료 읽기에 한 이론

학습자가 읽기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 작용이 발생하는지,읽기 과정과 지

작용에 한 읽기 모형이 표방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연구에 있어 기 인 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1)정보처리이론(InformationProcessingTheory)

학습자가 텍스트나 시각자료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기 한

이론 틀로서 정보처리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정보처리이론은 기억을 심으

로 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Atkinson과

Shiffrin(1968)은 인간의 기억을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기

억 장치로 구분하 다.이후 모형은 수정되어 감각 기억과 작동기억,장기기억

의 세 가지 기억 장치로 세분화되었다(Broadbent,1984).감각 기억 장치에 수

많은 정보가 투입(input)되지만 이 몇 간 보존된 후 일부의 정보가 작동

기억 장치로 이동된다.작동기억은 정보를 리하고 조작하는 기 이다.이러한

작동기억은 용량(capacity)이 제한되어 있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

되어 있다.따라서 일부는 소실되고,일부는 장기기억으로 이동되어 장되는

것이다.장기기억으로 이동된 정보는 무기한으로,오랫동안 장된다.일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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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에 장되면 그것은 원히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정보가 얼마

나 효과 ,효율 으로 장되었는지에 따라 추후에 그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한편 시각자료가 텍스트보다 장기기억으로 장되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다(Miller&Burton,1994).

가.이 부호화이론(DualCodingTheory)

텍스트와 그래픽의 제시에 해서는 Paivio의 이 부호화이론(DualCoding

Theory)을 빼고 논할 수 없다.Paivio(1978,1986,2009)는 커뮤니 이션 과정을

설명하기 해 이 부호화이론을 제안하 다.그에 의하면,정보는 언어와 비

언어로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의 부호화 과정을 통해 인지된다고 한다.즉,언

어 정보는 언어정보 처리경로를 따라 코딩되며,시각자료와 같은 비언어

정보인 시각은 비언어 처리경로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언어 정

보와 비언어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언어와 비언어

의 시스템이 서로 분리된 독립체제이지만 상호연결(referencialconnections)되

어 있어 서로 자극하여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를 들어,그

래픽을 보는 경우에는 먼 비언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만 곧 그 그래픽과

련된 언어 시스템을 자극하면서 함께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림 Ⅱ-1]Paivio의 이 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Paivio,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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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

Paivio의 이 부호화이론을 바탕으로 Mayer(2003)는 멀티미디어 학습에서 발

생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 다.이를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

이라 명명하고 있는데,이 이론은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두 가지 독립 인 정보처리 채 인 청각-언어 채

(auditory-verbalchannel)과 시각-그림 채 (visual-pictorialchannel)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강연,내 이션 등의 청각 언어자료는 청각-언어 채 로 정보처

리되며,화면으로 제시되는 텍스트나 그림 등은 시각-그림 채 로 정보처리된

다고 제한다.그 기 때문에 Mayer(2003)는 멀티미디어 학습에서 제시 방식

뿐 아니라 어느 감각-모달리티(sensory-modality)로 정보처리되는 지를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둘째,인간은 하나의 처리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하나의 그림이 제시되면,학습자는 그 그림의 부분에 집 하여 머릿속

으로 그림을 해석하려고 한다. 를 들어 기계가 작동하는 그림이 제시되면,작

동 순서 로 하나씩 그림의 부분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때 문자

로 된 텍스트를 제공하기보다 내 이션을 제공하면 그림은 시각-그림 채 로,

내 이션은 청각-문자 채 로 각각 정보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인간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집 하고,유입되는 정보를 조직하고,통

합한다는 것이다.Mayer(2003)는 이를 극 정보처리(activeprocessing)라 표

하 는데,이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산출물은 일 된 정신 표상(coherent

mentalrepresentation)이며,이것은 결국 정신모형(mentalmodel)혹은 지식 구

조(knowledgestructure)를 형성하게 된다.그 기 때문에 그는 멀티미디어 학

습자료가 일 된 지식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학습자의 지식 구조 형성을 돕

도록 안내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

Mayer(2003)는 세 가지 제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학습을 통해 련 자료를

선택하고(selectingrelevantmaterial),조직화하며(organizingselectedmaterial),

통합하는(integratingselectedmaterialwithexistingknowledge)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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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와 과정을 심으로 [그림 Ⅱ-2]와 같이 인지 정보처리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즉,Mayer의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자료에 포함된 언어자료와 시각자료는 청각과 시각을 활용하여 작동기억을 거

치게 되는데,언어 청각자료는 청각 채 에서,문자 텍스트와 시각 그림자

료는 시각 채 에서 처리된다.이들은 각각 정보처리되어 언어 모형(verbal

model)과 시각 모형(visualmodel)을 형성하며,이를 사 지식과 통합하게 된다.

[그림 Ⅱ-2]Mayer의 멀티미디어 학습의 인지이론(Mayer,2003)

Mayer(2001)는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이론에서 가정하는 세 가지 제와 정보

처리 과정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설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앞서 언 하

듯이 그는 학습자가 정보를 선택,조직화,통합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시각자료

를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는데,그 방법으로서 다섯 가지 설계 원리를

고려하여 학습자료를 설계,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Mayer& Moreno,

1998).다섯 가지 설계 원리는 다 표상 원리(multiple representation

principle),근 성의 원리(contiguityprinciple),주의 분산 원리(split-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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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개인차 원리(individual differences principle), 응집성의 원리

(coherenceprinciple)이다.다 표상 원리는 언어로만 제시하는 것보다 언어와

그림을 통해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을 심으로 멀티미디어

활용에 해 안내하고 있다.근 성의 원리는 언어와 그림을 따로 떨어뜨려 제

시하는 것보다 가까이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원리이다.주의 분산 원

리는 학습내용에 해 설명할 때에 한 화면에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시각’이라는 동일한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한 화면에 나타나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설명이다.그 기 때문에 한 화면에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제시하기보다 청각 내 이션과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고 지

하고 있다.이는 Chandler와 Sweller(1991)의 주의 분산 효과에 기반하고 있

다.개인차 원리는 다 표상,근 성,주의 분산의 원리가 높은 사 지식의

학습자보다 낮은 사 지식의 학습자에게 더 용된다는 원리이다.응집성의

원리는 다수의 언어와 그림을 제시하기보다 은 수의 언어와 그림을 활용하라

는 원리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학습 인지이론과 그에 따른 설계원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

를 함께 제시하는 데에 있어 주요 근간이 되고 있다.

2)학습자 읽기 모형

읽기 과정을 모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학자에 의해 100년 이상 진행되

고 왔다. 를 들어 Unrau와 Alvermann(2013)은 여러 학자의 을 편 하여

읽기와 문해 련하여 이론과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 다.천 페이지가

넘는 책을 통해 몇 십 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읽기 분야에는 다양

한 이론 모형이 존재한다.이 연구에서는 표 인 모형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자 한다.

가.하향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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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모형은 Adams(1990)의 네 개 부분 로세서 모형(Four-Part

ProcessorModel)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는 단어와 문장을 읽는 데에 있어

기본 인 요소를 철자 처리기(Orthographic processor), 음운 처리기

(Phonologicalprocessor),의미 처리기(Meaningprocessor)라고 제안하면서 네

번째 처리기로 맥락 처리기(Contextprocessor)를 포함하여 모형을 제시하 다.

이 철자 처리기는 텍스트가 포함하는 문자의 배열을 처리하는 과정을 의

미하고 음운 처리기는 말과 에 포함된 언어 분 (speechsegments)을 의미한

다. 한 의미 처리기는 단어에 한 지식을 포함한다.Adam(1990)은 그 이

의 연구들이 철자 음운 처리기에만 심을 두고 있다고 비 하면서 이 세

가지 필수 요소 이외에 네 번째 요소인 맥락 처리기를 강조하 다.맥락 처리

기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필수 이기 때문이다.이 모형에서

맥락 처리기는 텍스트 내에서의 단어를 읽는 것과 련된 언어 /의미

(semantic)맥락을 의미한다.최근 이 모형은 외국어로서 어를 공부하는 국가

의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모국어가 아닌 을 읽는 데에 있어 맥락 내

에서 단어와 문장을 인지하는 것이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berts,Christo,&Shefelbine,2011).

[그림 Ⅱ-3]Adam의 네 부분 로세서 모형(Four-Part

Processor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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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인식과 읽기에서 기 모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Adam이 제안한 네 개

부분 처리기 모형(Four-PartProcessorModel)은 여러 학자의 심을 끌었다.

그들은 맥락 처리기에서 다루어야 할 맥락 변인을 정교화하 다. 를 들어 하

나의 단어를 읽는 것인지,문장이나 문단을 읽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연구,소리

내어 읽기인지 묵독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와 같이 어떤 과제가 요구되었

는지를 맥락 변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Hansen,1991;Nazir,Heller,&

Sussmann,1992;Pashler,Carrier,&Hoffman,1993). 한 수업을 맥락으로 보

기도 한다. 를 들어 명시 수업(explicitinstruction)에서 더 쉽고 빠르게 철

자를 읽는다는 보고가 그에 해당한다(Berninger,Abbott,Brooksher,Lemos,

Ogier,Zook,& Mostafapour,2000).더 나아가 국가나 문화 단 의 맥락이 학

습자의 읽기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도 존재한다. 를 들어 국어를

모국어로 할 때와 외국어로 공부할 때 읽기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

에 해당한다(Jian&Ko,2014).

이 듯 맥락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앞서 를 든 것처럼 읽기 과제,수업,국가나 문화 맥락으로 보기도 한다.

그 지만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있어 의미를 생성하는 데 맥락이 필수 인 요

소라는 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나.상향식 모형

상향식 모형으로는 주로 두 가지 모형이 거론된다.Gough(1972)의 읽기 모형

과 LaBerge와 Samuels(1974)의 읽기 모형이다.

Gough(1972)는 읽기 과정에 있어 정보가 처리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한 읽

기 모형을 다음의 [그림 Ⅱ-4]와 같이 제안하 다.그는 ‘읽기의 1 (first

secondofreading)’를 강조하 는데 이 때 작동되는 과정에 주목하 다.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문자 단 인 문자소(graphemicinformation)가 시각체계에 들어

오면 패턴 인식 장치를 통해 훑고 작동함으로써 특정 상징 아이콘(icon)으로 등

록된다는 것이다.문자등록기(characterregister)를 통해 읽힘으로써 내재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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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북으로 해독(decoder)된다는 것이다.본래 문자는 음소 표상(phonemic

representation)으로 환되어 라이 러리언(librarian)으로 투입되어 주기억

(primarymemory)에 장된다.이는 Merlin이라 불리는 마법의 시스템(magical

system)에 장되어 의미(meaning)이라 할 수 있는 깊은 구조(deepstructure)

속에 문법과 의미가 지식으로 결합된다. 결국 이 의미 구조는

TPWSGWTAU(theplacewheresentencesgowhentheyareunderstood)라

명명한 최종 기억 장소로 향하게 된다.

이 모형의 특징은 문자를 인식하고 이를 장하는 과정의 상향식(bottom-up)

정보 처리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감각정보가 높은 수 으로 부호화되는 과

정을 도식화하고 있다는 이다(Samuels,2013).

[그림 Ⅱ-4]Gough의 읽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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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gh(1972)의 읽기 모형을 발 시켜 구체화한 모형은 LaBerge와

Samuels(1974)이 제안한 정보처리모형이다.그들은 기본 모형 속에 세 가지 기

억체계를 제안하 는데,시각기억체계(VisualMemorySystem),음운기억체계

(PhonologicalMemorySystem),의미기억체계(SemanticMemorySystem)가

그것이다.

시각기억체계는 문자,단어,단어 묶음 등이 지닌 특징을 심으로 시각 인

표상들을 포착한다.음운기억체계는 단어,단어 묶음 등의 음운 표상을 확인

한다.마지막으로 의미기억체계를 통해 읽은 단어와 문장을 통해 의미를 확인

하게 되는 것이다.

LaBerge와 Samuels(1974)의 모형이 지니는 특징은 감각정보가 음운기억체계

를 거쳐 의미 단 로 결합되는 과정을 제안하 다는 이다.특히, 기의 문자

들이 지닌 특징(feature)을 강조하 는데,특징감지기(featuredetectors)가 작동

하여 선,각도,교차 등을 시하 다는 에서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5]LaBerge-Samuels의 모형

다.상호작용 모형

앞서 설명한 모형들을 모두 종합하여 정보처리모형으로 제시한 모형이

Rumelhart의 상호작용 모형(1977)이라 할 수 있다.모형에서는 문자소 정보

(graphemicinformation)가 시스템 내에 투입되고 이는 시각정보 장소(visual

informationstore,VIS)에 등록된다고 가정한다.그 이후 VIS에서 결정 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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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Rumelhart의 상호작용 모형

징을 잡아내는 장치가 정보에 작동하고, 이 특징은 패턴합성기(pattern

synthesizer)로 유입된다.패턴합성기는 가장 당한 해석을 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데,이 때 모든 지식 자원을 합하여 통합한다.

라.시선추 방법을 통한 읽기 모형

시선추 방법을 통해 읽기 모형을 산출한 연구로 Just와 Carpenter(1980)의

읽기 모형이 있다.이들은 시선응시(eyefixations)를 입하여 읽기의 이해 모

형을 도출하고자 하 다는 에서 기존의 모형과 차이 을 지닌다.이 연구에

서는 과학분야 텍스트 자료를 읽는 학생들의 시선응시를 단어별로 분석하

는데,정보처리에서 부하가 클수록 오랫동안 시선고정한다는 사실을 도출하

다(Just& Carpenter,1980).특히,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나 요한 (clauses)

에서 정보를 통합할 때,문장 끝에서 추론할 때 오랫동안 시선고정하 다.이를

통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 읽기 모형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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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Just&Carpenter의 읽기 모형

3.텍스트와 시각자료의 이해와 해석

이 에서는 문헌에서 언 한 학습자의 이해 해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이해와 해석 과정에 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이나 문학,언어교육 분야에서

진행되면서 텍스트를 주요 연구 상으로 하 다.

1)텍스트 이해의 과정

텍스트 해석에 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해석 혹은 이해와 같은 용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부분이 표면 의미 수용,텍스트의 내용에 한 명제 상정,의



- 26 -

미 재구성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문 역은 언어학이나 문학 분야이다.

언어학에서는 Saussure의 화(dialogue)에 한 설명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이

카라시 고이치,2001),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행 인 화는 사람이 상

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본래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뿐이었다.그러나 텍

스트를 통해 화를 하게 되면,텍스트를 해석하는 단계가 필연 으로 포함된

다는 것이다.이카라시 고이치(2001)에 의하면,해석에서는 어휘 인 의미를

단하는 것과 함께 텍스트를 통해 개념을 구성하여 의미를 알게 되는 ‘경험

종합’과정을 거친다.

물론 언어나 어문학 분야에서도 ‘텍스트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텍스트 이해 과정을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김

혜정,2002).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 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해 낸다.즉,독자는 우선 텍스트의 내

용을 사실 으로 이해하게 되며,이때 텍스트의 표층 구조 악을 하게 된다.

그 이후 텍스트의 표층으로부터 의미 구조(sematicstructure)를 머릿속에 표

상하게 된다.이때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단 로 문장을 그 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 명제(proposition)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된다.이러한 명제는 독

자가 요하다고 단되는 정보와 부수 인 정보,새로운 정보와 새롭지 않은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계 으로 구성한다.마지막으로 독자는 텍스트 표층에

서 표 된 내용 의미 내용으로 추론하여 새로운 명제로 통합하게 된다.

심리학 혹은 교육학 분야에서는 ‘해석’이라는 용어를 직 으로 사용하기보

다 ‘이해(comprehen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텍스트 이해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텍스트 이해에 해서는 Kintsch(1988,1998의 연구

가 표 이라 할 수 있는데,그의 연구 심으로 텍스트 이해의 의미와 과정

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Kintsch와 van Dijk(1978)은 텍스트 이해 모형(Model of Text

Comprehension)을 제안하 다.그들은 이 모형을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정신작용(mentaloperations)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세 가지 작용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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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ofoperations)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첫 번째는 텍스트의 의미요소

들이 논리 정연한 체로 조직화된다는 것이다.이 과정은 몇몇 요소들의 다

처리를 야기하여 다양하게 기억되는 것이다.두 번째는 텍스트 체 의미를 텍

스트의 골자로 압축하는 것이다.이 과정은 세 번째 작용에 의해 보완되는데,

세 번째 작용은 이해 과정에 한 기억으로부터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

을 의미한다.즉,Kintch와 vanDijk(1978)의 텍스트 이해 모형에 의하면,텍스

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우선 텍스트를 조직화하고, 체의 의미를 주요 요지로

압축하며,기억과 연 시켜 새로운 텍스트를 재조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이러한 모형을 발 시켜 Kintsch(1988, 1998)은 구성-통합

(Construction-Integration)이론을 제시하 는데,그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

은 세 종류의 표상 형성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우선 일차

으로 어휘,통사 정보와 같은 문법 정보를 통해 텍스트의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고 주제를 연결하

여 의미에 한 기 (textbase)를 형성하게 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사 지

식과 연결하여 상황 모형(SituationModel)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chnotz(2002,2005)와 Schnotz와 Bannert(2003)는 Mayer의 이론을 정교화하

여 텍스트와 그림의 표상 특성(representationalnature)을 고려하 다.즉,두

가지 다른 기호 체계(signsystems)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Schnotz(2002,

2005)의 통합 모형에서는 이 부호화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에

용되고 서로 다른 표상 원리들이 서로 보완된다.구조 맵핑 과정(structural

mappingprocesses)은 텍스트 이해와 그림 이해에서 명제 표상(propositional

representation)과 정신모형(mentalmodel)간의 연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삽화

가 들어간 텍스트에 한 일 된 정신 모형(coherentmentalmodel)의 형성에

필수 이다.그러므로 삽화가 들어간 텍스트를 통해 성공 으로 학습하는 것은

텍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그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통합은 학습자에게 높은 인지 수 (highcognitivedemands)을

형성하게 한다(Ainsworth,2006;Florax & Ploetzner,2010;Schno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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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t,2003).

이때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에 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주어진 단어와 문장의 문자 그 로(literal)의 의미를 처

리하는 것 뿐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논리 계 혹은 사 지식을 사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정혜선,편지 ,2005).신종호(2002)도 텍스트

이해(textcomprehension)를 두 차원의 기능 활동으로 구분하 는데,하나는

단어 인지(wordrecognition)의 차원 활동으로,다른 하나는 보다 복잡한

인지 과정(cognitiveprocess)이 포함된 이해 활동으로 보았다.그러면서 그는

후자의 복잡한 인지 과정이 포함된 이해 활동에서 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 추론이라고 설명하 다.그는 추론을 텍스트에 제시되었거나 장기기억에

장된 정보를 활성화하여 텍스트 내용에 한 응집성 있는 표상을 형성하는 활

동으로 간주하 다.

결론 으로 텍스트 해석은 단어와 문장을 문자 그 로 의미 처리하는 표면

의미 수용 뿐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에 한 명제를 상정하고 의미를 재구성하

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텍스트와 시각자료의 이해 해석 과정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혼재된 학습자료를 해석하는 것에 해 언 한 학자는

Paivio(1978, 1990, 2009)와 Winn(1993)이다. Paivio는 이 부호화이론

(Dual-CodingTheory)을 설명하기 해서 학습자료 해석에 해 설명하 으며,

Winn은 메시지 설계 원리를 도출하기 하여 시각자료에 한 해석을 제안하

고,이후 함께 제시될 경우에 해 언 하 다.그럼 이들 두 학자가 제시한 학

습자료 해석의 의미와 과정에 해 생각해보겠다.

Paivio(1986,2007,2009)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 부호화이론을 통해 언어

(verbal)와 비언어(nonverbal)정보가 각각 분리되어 표상된다고 설명해왔다.그

는 주로 기억에 해 연구해왔는데,인간은 언어와 비언어라는 두 가지의 독립

된 시스템과 인지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다.즉,언어는 언어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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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언어는 비언어 시스템에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은 학습자료

에 있어 비언어의 표 인 이다.Paivio(1988,2007,2009)는 두 시스템이 서

로 분리된 독립체제이지만 상호연결(referencialconnections)되어 있어 서로 자

극하여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를 들어,그래픽을 보는 경우

에는 먼 비언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만 곧 그 그래픽과 련된 언어 시스템

을 자극하면서 함께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 부호화이론이라는 제를 두고,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설

명하 는데,이때 이 부호화 해석(dual-coding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통

해 학습자료 해석에 언어와 비언어 시스템의 작용을 용하 다.그는 이미지

부호화(imaginalencoding)는 텍스트 내용이 구체 일 때,그림이 비교 자극

(comparisonstimuli)으로서 활용되고 비교 자극으로 기 될 때,주제가 이미지

를 사용하는 성향을 지닐 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다.반면에 언어 부호화

(verbalcoding)는 텍스트 내용이 추상 일 때,다른 내용들이 계항으로 기

될 때,내용이 언어 략을 활용하는 성향을 지닐 때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Paivio,1986).

4.시각자료의 활용 효과

1)시각자료의 개념 정의

1887년 체코의 교육자 JohnAmosComenius가 ‘OrbisPictus(TheWorldin

Pictures)’라는 이름의 그림과 언어를 함께 제시한 첫 번째 수업용 책을 발간한

이래로 일반 으로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학습자료로서 제시되고 있다

(Mayer,2011).그가 개발한 책은 어린이에게 세상의 사물들에 해 명칭과 의

미를 알려주기 해 명칭과 해당하는 그림을 제시한 일종의 백과사 이다.그

는 그림만을 포함시켰지만 최근에는 그래 ,표,차트,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시각자료가 학습자료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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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시각자료는 비언어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다(Lohr,2008).교수학습에서의 메시지는 언어와 비언어로 분류된다.

Mayer(2009)는 멀티미디어 러닝을 한 언어와 비언어 요소를 분류하고,이들

을 <표 Ⅱ-1>과 같이 세분화하 다.그 결과 언어를 페이지나 화면으로 달

되는 인쇄 텍스트 혹은 면 면 혹은 화자에 의한 구술 텍스트와 같은 언어

표상(verbalrepresentations)으로 구분하고,그림을 고정 그래픽(페이지나 화

면으로 달되는 삽화(illustrations),드로잉(drawings),사진,지도,다이어그램,

차트,도표(figures),표를 포함한)혹은 동 그래픽(화면으로 달되는 애니메

이션과 동 상을 포함한) 같은 시각-공간 표상(visual-spatial

representations)으로 구분하 다.그는 시각화,그림,그래픽이라는 용어를 호환

으로 사용하 다.

모드 실행

언어(words) 인쇄 텍스트(printedtext)

구술 텍스트(spokentext)

페이지나 화면의 언어(words)

실시간 혹은 녹화된,합성된

연설

그림

(pictures)

고정 그래픽

(staticgraphics)

동 그래픽

(dynamicgraphics)

페이지나 화면의 삽화,그림,

사진,지도,그래 ,차트,도

형,표

화면의 애니메이션,동 상

<표 Ⅱ-1>언어와 그림 간의 구분

몇몇 학자는 시각자료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 는데,Braden(1996)은

시각자료를 기호학 화/비디오 컨벤션,부호,기호 아이콘,이미지와 그

림, 멀티 이미지, 그래픽 표 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 으며,

Saunders(1974)도 시각자료는 시각 커뮤니 이션의 한 형태로 보고,기호(그

림문자나 추상 기호),지도,그래 ,다이어그램,삽화나 그림(사실화에서부터

추상화까지),모형,합성그래픽(멀티이미지),사진(정사진,동 상)으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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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en의 정의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류에 덧붙여 Lohr(2008)는 메시지를 형성하기 해 단어나 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할 때 사용하는 타이포그라피(typography)까지 추가하여

시각자료로 간주하 다.더 나아가 Braden(1996)과 Misanchuk(1992)는 텍스트

까지도 시각자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 는데,이는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 서

체의 선정과 페이지 이아웃에 한 설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이들 모두 그래픽(graphics), 사진(pictures), 시각자료(visuals), 삽화

(illustrations)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이들은 모두 비텍스트(non-text),비

언어(nonverbal)요소를 의미하고 있다.

2)시각자료의 기능

시각자료의 기능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Levin(1981),

Levin,Anglin과 Carney(1987)이 분류한 다섯 가지 범주이다.장식(decoration),

특징묘사(representation), 조직(organization), 해석(interpretation), 변형

(transformation)이 그것이다.우선,장식용 시각자료(decorativevisuals)는 수업

을 더 매력 이게 하고 동기를 유발하기 해 사용되며,수업내용과 련이 없

다.특징묘사 시각자료(representativevisuals)는 정보를 더 구체 으로 만들기

해 사용되며,정보를 빠르고 쉽게 달하기 해 사용된다.특징묘사 시각 자

료에서 단어는 동반되는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와 체로 동일하다.조직화 시

각자료(organizationalvisuals)는 학습자가 정보의 구조,계열, 계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통합시키는 것을 도와 다.사람들이 요소들 간의 계를 볼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차트,그래 ,디스 이 등을 조직화 시각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해석 시각자료(interpretivevisuals)는 학습자가 어렵고 모호한 내용을 이해하

도록 도와 다.일반 으로,해석 시각자료는 텍스트의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다.해석 시각자료의 사례들은 시스템의 모형들과 로세스

의 다이어그램들이 있다.변형 시각자료(transformativevisuals)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 다.이 책은 Fleming과 Levie(1993)의 정의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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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그들은 사고과정을 진시키는 도구로서 이러한 유형의 시각 자료를 기술

한다.변형 시각 자료는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무게를 둔다.학자들은 변형 시각자료는 장기 기억에 향

을 미쳐 학습을 도와주는 기제로 보고 있다.

Clark과 Lyons(2011)은 Levin(1981)의 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기능을 구분하

고 있다.그들은 시각자료의 기능을 세 가지 기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시각자

료가 어떤 모습인지에 을 둔 표면 특징,시각자료가 정보를 달하는 방

법에 을 둔 커뮤니 이션 기능,시각자료가 인간의 학습과정(processes)을

어떻게 진시키는지에 을 둔 심리 기능이 그것이다.<표 Ⅱ-2>는 세

가지 의 분류 기 을 요약한 것이다.이 세 가지 은 서로 하게

련되는데, 를 들어,고정 혹은 동 시각자료들과 같은 표면 특징은 심리

효과에 향을 미친다. 한 커뮤니 이션 기능도 다양한 심리 효과를 불

러일으킨다.

(View) 분류 기반

표면 (Surface) 고정 작품(그림,rendered,사진),동 작품(동

상,애니메이션),가상 실과 같은 시각자료의

특징들

커뮤니 이션 기능

(Communication

Function)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양 계를 설명하기 한

커뮤니 이션 목

인지 심리 기능

(Cognitive

Psychological

Function)

시각자료와 주의집 (attention)이나 기억 회상

(retrievalfrommemory)과 같은 인간의 학습과정

의 상호작용 방법

<표 Ⅱ-2>Clark과 Lyons(2011)의 시각자료 분류 기

Evans,Watson,Willows(1987)는 시각자료의 역할이 텍스트를 보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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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보조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 다.즉,텍스트

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거나(tosupport),보완하거나(complement),명확

하게 하거나(clarify),보여주는(show)것으로 구분하 으며,박천기(1999)는 시

각자료가 어떤 목 을 가지는지에 따라 주의 (attentive)기능,표 기능,조직

기능,이해 기능, 지 기능으로 구분하 다.주의 기능은 학습에서 학습동

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표 기능은 특정 내용을

시각 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과거 사람들의 옷차림,문화

수 ,행동양식의 삽화가 표 인 라 할 수 있다. 한,조직 기능이란 학습

내용에 일정한 구조와 일 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이다.주로 핵심 정보들 사이

의 논리 계를 보여주는 기능이다.이해 기능은 추상 인 개념이나 구 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기능,한마디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의미

한다. 지 기능은 심상이나 그림의 기억이 언어의 기억보다 더 오래 지속된

다는 이론 근거를 배경으로 학습내용에 한 기억을 돕는 기능을 의미한다.

3)시각자료의 학습효과

시각자료의 요성을 드러내는 시각자료의 효과에 한 연구는 수많은 학자

에 의해 진행되었는데,이 연구들은 연구 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단순 비교 연구이다.이 연구들은 텍스트만 제시

하는 것과 시각자료을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학습에 효과 인

지를 보는 연구이다.Peeck(1987)에 따르면 실험연구들의 98%가 텍스트만 제시

하는 것보다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이 몇 가지

표 인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Anglin(1986,1987)은 2년 간 네 차례의

실험연구를 통해 효과를 논의하 다.네 차례의 실험 모두 학습내용에 한 설

명문만 제시한 집단과 설명문에 그림을 함께 제시한 집단의 학습내용에 한

지필시험결과 회상(recall)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그 결과 학습내

용에 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제시한 집단의 학습내용에 한 기억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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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가 설명만 제시한 집단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어 그림을 함께 제시

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Vernon(1954), Bluth(1973),

Goldberg(1974),Holliday(1975),Rohwer와 Matz(1975),Peng과 Levin(1979),

Levin과 Berry(1980),Duchastel(1980,1981),Rice,Doan,Brown(1981),Levin,

Shriberg,Berry(1983),Covey와 Carroll(1985),Gibbons,Anderson,Smith,

Field,Fischer(1986),Mayer(1989),Towers(1994)등의 연구자들이 텍스트만 제

시하는 것이 효과 인지,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인지에 한 실험

을 실시하 으며,Duchastel(1980),Levin,Shriberg,Berry(1983)의 연구를 제외

하고는 모든 연구에서 그림을 함께 제시하 을 경우에 기억,이해,회상에 효과

이라 보고하고 있다.

둘째,텍스트만 제시하는 것에 비해 그래픽과 같은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하

는 것이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텍스트만 제시하는 자료,그래픽

만 제시하는 자료,텍스트와 그래픽을 함께 제시하는 자료의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Weintraub(1960),Jahoda,Cheyne,Deregowski,

Sinha, Collingsbourne(1976), Vye, Bransford, Symons과 Acton(1986),

Holmes(1987),Hannafin(1988)등이 세 가지 유형의 자료에 한 기억,이해,

회상을 실험한 결과,모든 연구에서 텍스트와 그래픽을 함께 제시한 유형이 가

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에 반해 텍스트만 제시하는 형태 뿐 아니라

그래픽만 제시하는 것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될 경우에 가장 효과 이라고 보고되면

서 많은 연구들은 어떤 시각자료가 텍스트와 제시될 때 더 효과 인지를 검토

하 다.특히,고정된 그래픽과 움직이는 그래픽 어느 것이 더 효과 인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King(1975),Al-Mulla(1995),Hays(1996),

ChanLin(1998,1999,2000)과 같은 연구자들이 고정된 그래픽과 움직이는 그래

픽을 비교하 으며,그 결과 몇몇 실험은 애니메이션이 효과 인 것으로,몇몇

실험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논란 속에

서 Mayer,Sims,Tajika(2005)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같은 원리를 가르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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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정된 그래픽을 연속 으로 보여주는 것이 움직이는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

보다 효과 이라고 주장하 으며,Ayres,Marcus,Chan,Qian(2009)은 움직임

과 련된 기술을 가르칠 때에는 애니메이션이 효과 이라고 보고하여 학습내

용에 따라 다르다고 지 하 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이 게 수많은 연구결과의 축 을 통해 그래픽을 시각자료

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있어 가장 효과 이라고 인식하게 하 지만 이

러한 인식에 해 Lohr(2008)는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 말과 같은 가치가 있

다’는 진부한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 하면서 학습과 수행에 효과 일 수

있는 시각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강조하 다.실제로 시각자료

를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학습을 부진하게 만들었다는 보고를 종종 할 수

있다.Clark과 Lyons(2011)는 제 로 설계되지 않은 학습자료는 오히려 학습을

부진하게 만들며,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각 흥미나 주의유발 정도에 그치

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제기하 다. 한 Levie와 Lentz(1982)는 텍스트의 내용

에 합하지 않은 그림자료를 제시하 을 경우 학습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

다고 보고하 다.

5.텍스트와 시각자료의 이해와 해석에 한 새로운

1)사고 확장 정신모형 형성에서의 시각자료

학자들이 시각자료 자체에 한 해석 과정에 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인간

의 시각(vision)을 능동 인 상으로 이해하면서부터이다.Winn(1993)은 능동

시각으로의 변화는 매우 요한 제 조건이라 설명하면서 이러한

의 변화가 그래픽에 한 해석과 지각 과정에 심을 가지게 하 다고 강조

하 다.아울러 Ware(2008)도 이 과정을 명 인 사건이라 칭송하면서 이러한

의 변화는 시각자료가 뇌를 강화시키고(enhancing),확장시키는(extending)

인지 도구로 생각할 수 있게 하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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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시각으로의 변화는 시각 사고(visualthinking)가 매우 구조화

된 모형임을 암시한다.Ware(2008)는 시각 사고가 일련의 주의 행동(series

ofacts ofattention),안구 운동(eye movements),패턴을 발견하는 회로

(pattern-findingcircuits)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이러한 시각 사고를 이해

하기 한 방법으로 상향식(bottom-up)과정과 하향식(top-down)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그는 상향식 과정이 표면 과정(featureprocessing)이라 설명하면서,

빛의 패턴으로 시각정보가 망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아

울러 하향식 과정은 패턴으로 주어지는 정보와 어디를 야 하는지,패턴으로

부터 무엇을 끌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았다.즉,이 연구들을 살

펴보면 그래픽에 한 해석도 텍스트에 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시각자료의 표

면 특징을 확인하고,이를 조직화하며,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다.

한,시각자료는 정신모형(mentalmodel)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진자이

다.Winn(1993)은 Levie와 Lentz(1982),Willows와 Houghton(1987),Mandl과

Levin(1989)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과 텍스트가 함께 있는 교수메시지를 설계

하기 한 원리를 다섯 가지로 제안하면서 학습자의 이해를 연결 지어 설명하

다.그 다섯 가지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그림은 읽기 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해 읽는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둘째,일

반 으로 그림은 텍스트의 이해를 진하고자 하는 목 으로 텍스트의 내용과

하게 련될 필요가 있다.셋째,그림이 텍스트 이해를 진하는 정도는 그

림 유형,획득하기를 기 하는 학습결과,학생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

다.넷째,그림과 텍스트가 공간 (spatial)내용을 나타낼 때,그림은 텍스트 이

해를 가장 잘 진할 것이다.다섯째,그림은 텍스트가 매우 구체 인 내용을

다룰 때 유용하다.내용이 구체 이어야 학생이 쉽게 자신의 정신모형(mental

images)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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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각 사고와 시각지능의 강조

시각자료를 해석하는 것 뿐 아니라 머릿속으로 시각자료를 재구조화,재조직,

재배열하는 등의 지 활동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시각 사고(visual

thinking)나 시각 리터러시(visualliteracy)를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시각자료를 통한 지 작용의 잠재력을 강조한 이론이 있는데,나일주

(2007)의 인간시각지능이론이 그러하다.인간시각지능이론은 시각을 통해 들어

온 정보들을 입수,해석,정리하고 장하며 재정리,축 하는 작용이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이러한 시각에 의해서 직 ,간 으로 생성된 산물

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능력을 인간시각지능이라 명명하고 이에 을 맞추

는 이론이다.

인간시각지능이론에서는 시각지능이 해석,조작,창조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해석의 차원은 인간의 뇌가 외부의 물리 환경

을 해석하는 데에 련된 지 작용의 차원이며,조작의 차원은 외부세계에

한 해석과 달리 인간의 뇌 속에서 시각 자료들을 조작하는 차원이다.즉,물

리 사물들의 치,모양,운동,색깔,방향 등을 머릿속으로 조작하는 것, 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창조의 차원은 비 실

,신비주의 시각지능 차원이다.이는 아이들의 인형놀이와 같은 환상,꿈과

같은 시각 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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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의

성격

시각지능의

차원
각 차원의 하 역

실

해석

(interpretation)

§ 물리 시각(Physicalvision)

§ 요소에 한 단(elementaljudgement)

§ 체 인 해석(wholisticinterpretation)

조작

(operation)

§ 물리 실재에 한 시각 조작(visual

operationofphysicalentities)

§ 개념 실재에 한 시각 조작(visual

operationofconceptualentities)

§ 체 계에 한 시각 조작(visual

operationofwholisticrelationships)

비 실 /

신비주의

창조

(creation)

§ 미래에 한 비 (futurevision)

§ 시각 타지(visualfantasy)

§ 꿈(dreaming)

<표 Ⅱ-3>시각지능의 차원(나일주,2007)

이 이론에서 시각지능은 언어의 유무와 계없이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언어는 시각지능의 발달에 있어 시각 참조물(visualreferents)이 변형되는 과

정에서 정 혹은 부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러한 언어와

시각지능의 계를 바탕으로 이 이론은 시각자료가 언어에 의해 추상화됨으로

써 다양한 의미를 달할 수도 있지만 반 로 언어가 시각지능에 의해 보다 다

양하고 풍요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이 이론은 언어와 시각자료

의 계를 상호보완 인 계로 보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종래의 읽기 연구는 시각자료가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한 보조 인 수단으

로 인식하 다.그 기 때문에 시각자료가 텍스트에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돕도록 설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 다.그러나 시각자료가 사

고를 확장하고,정신모형을 형성하며,지 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한 시각자

료의 능동 인 역할로 인해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어 시각자

료와 텍스트가 어떤 계에 있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지 작용이 어떻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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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6.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에 한 원리

1)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가.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학습효과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은 학습자료를 설계하는 데에 요한 설계 원칙

으로 여겨져 왔다(나일주,성은모,2007;Goldsmith,1987;Levie,1987;Mayer,

2005;Orderindi,1975).여러 연구에서 시각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텍스트로 제

시되는 학습내용과의 연 성을 살펴보고 부합되는 내용의 시각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Mayer(2005)는 여섯 차례의 실험을 통해 련 없는 그림을 빼고 제시할 경우

효과크기가 높아졌다고 보고하면서 텍스트와의 련성을 고려하여 시각자료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 하 다.Goldsmith(1987)도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는 그래

픽을 분석하는 분석모형(AnalyticalModel)을 제안하면서 텍스트와의 유사성

(textparallels)을 그림 자체의 통일성(unity), 치(location), 요도(emphasis)

와 함께 시각 요인으로 강조함으로써 텍스트와의 련성을 고려하여 그래픽

을 분석,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아울러 Schnotz와 Bannert(2003)도

내용 합성(contentappropriateness)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텍스트의 내용과

연 성이 없는 그래픽의 경우 학습자의 심상 사고활동을 해함으로써 오히

려 학습을 방해한다고 보고하 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Orderindi(1975)는 등

학교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그래픽요소가 학습목표에 부

합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픽을 활용할 때 학습목표와의 연 성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을 강조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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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일주와 성은모(2007)는 웹 기반 학습에서 그림 자료와 텍스트 내용의

련성 정도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이 연구에서는 기본 텍

스트,텍스트와 련 그림자료,텍스트와 비 련 그림자료,텍스트와 방해 그림

자료의 네 수 으로 련성 정도를 구분하 으며,학습내용 이해도,학습만족도

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집단별 수를 비교하 다.그 결과 련 그림자료를 제

시한 집단이 기본텍스트,비 련 그림자료 집단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학습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은 학습내용

을 악하는 데에는 련 방해 그림자료가 텍스트만 제시한 집단에 비해 높

은 수를 보 다는 이다.이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텍스트만 제시하는 것

보다 반 인 내용을 악하는 데에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울러 민

윤(2005)은 시각자료가 포함된 학습자료가 효과 이기 해서는 시각자료가 텍

스트와 한 련을 맺으면서 내용 텍스트를 보완해주거나 내용 텍스트로 설

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는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는데,첫 번째 유형은 본문 텍

스트에 시각자료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본문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직

으로 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두 번째 유형은 본문 텍스트에 시각자료

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본문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간 으로 련이 있

는 경우를 의미하며,세 번째 유형은 본문 텍스트에 시각자료의 내용이 소개되

어 있지 않으며,주제 혹은 단원과 련 있는 경우로 본문텍스트와의 련성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네 번째 유형은 본문 텍스트에 시각자료의 내용이 소개되

어 있지 않으며,주제 혹은 단원과 직 인 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효과 이라고 설

명하 다.즉,시각자료가 텍스트와 직 혹은 간 으로 련성이 있을 경

우에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Levie(1987)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연 성이 있음을 넘어서 학습내

용이 시각 구분에 한 내용일 때 그래픽이 유용하다고 보았다고 보고하

다.즉,학습내용이 텍스트로 제시될 수 없는 경우에 당연히 시각자료가 제시되

어야 하며,이는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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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텍스트와 그래픽은 어떤 계일 경우에 학습에 효과 인 것일까?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텍스트와 그래픽이 함께 제시될 때 효과 인 이유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텍스트와 그래픽이 복된 학습내용을 제시하여 학습하면 동일한 내용

을 반복 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Peeck(1987)

와 Levin(1981)은 텍스트로 된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설명하 으며,Paivio(1986)가

제안한 이 부호화이론(dual-codingtheory)에 의하면,동일한 정보를 하나의

모드로 부호화하는 것보다 언어 (verbal)모드와 시각 (visual)모드의 두 가

지 모드로 부호화하는 것이 정보를 장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둘째,그래픽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폭넓게 추론(inference)하고 생각의 확

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습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Baggett(1989)는 시각

표상(representation)이 학습에 있어서 학습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한

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시각자료가 추론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Larkin과 Simon(1987)도 로 제시된 학습자료와 다이어그램을 함께 제시한 학

습자료를 비교하면서 시각자료인 다이어그램을 함께 제시할 경우에 학습자의

학습에 효과 이었다고 실험결과를 보고하 다.이때 그들은 다이어그램을 함

께 제시하는 것이 인지 추론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유발되었다고

논의하 다.

셋째,시각자료가 상황에 한 정신모형을 형성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

는 설명이다.Kozma(1991)는 언어정보와 함께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

에 효과 이라고 지 하면서 시각자료가 언어 표상보다 상황에 한 정신모

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기억이나 이해에 효과 일 수 있다고 부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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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텍스트와

련 없는 유형

텍스트와

한 련이 있는 유형

텍스트의

의미를 넘어서는

유형

<표 Ⅱ-4>텍스트와 이미지의 련성에 따른 이미지 기능 분류

나.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분류

앞서 논의하 듯이,몇몇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과 계없

이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 지만,많은 연구들에서는 텍스

트와 시각자료가 련된 내용일수록 효과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들 연구들

은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단순하게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

분하는 연구들이 있다. 를 들어,Levie와 Lentz(1982)는 텍스트와 련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 을 경우에 학습내용 기억과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학습효과를 나타냈다.Sweller(1988)는 이러한 상을 주

의분산효과(split-attentioneffect)로 설명하고 있다.텍스트와 련 없는 시각자

료를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련성을 유추하느라 인지 부하가 가 되고 그

기 때문에 과제에 집 하지 못하고 주의를 분산시켜 결과 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해석이다.Bannert(2003)도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서로 련된 내용

일 경우에는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지만 련 없는 경우에는 학

습을 방해하 다고 보고하 다. 그 이외에도 Landau(1989), Tanner와

Larson(1994),Hidderly와 Rafferty(1997)등의 연구자들이 련성이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보 습득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

둘째, 련성 정도에 따라 련 없는 경우, 한 련이 있는 경우,텍스트

의 내용을 넘어서 시각자료의 내용이 확장된 경우로 구분하는 연구들이다.

Marsh와 White(2003)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련성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

는 연구를 실시하 다.그 결과 <표 Ⅱ-4>와 같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련성

에 따른 이미지의 기능을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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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 장식

§ 변화 부여

§ 스타일

§ 정서 유발

§ 고립감 하

§ 시 표

§ 통제

§ 참여 유발

§ 동기화

§ 반복

§ 구체화

§ 설명

§ 그래

§ 조직화

§ 구분

§ 포함

§ 치

§

§ 연 짓기

§ 비교

§ 조

§ 병렬

§ 압축

§ 강조

§ 요약

§ 설명

§ 정의

§ 추가

§ 해석

§ 강조

§ 문서화

§ 개발

§ 비교

§ 조

§ 변형

§ 과정

§ 모형

§ 감

여러 학자들이 련 없는 경우, 련 있는 경우,텍스트의 의미를 넘어서 시

각자료가 의미를 확장한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련성을

분류하 다.Duchastel(1978),Brody(1980),Levin(1981),David(1998),Kress와

vanLeeuwen(1998),WalmavanderMolen(2001)등이 이 게 세 가지 유형으

로 련성을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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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텍 스트 와

시각자료의

련성

텍스트로 체불

가한 시각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부

가 으로 설명하는

시각자료

장식 시각자

료

학 습내 용

시

§ 역사 내용

(유물 등)

§ 과학(화학분

자 구조 등)

§ 스포츠나

스의 실습

§ 역사 사건(연

기 등)

§ 과학(분자 결합

등)

§ 스포츠나 스에

서의 설명 부분

§ 련 없는

장식 요소

<표 Ⅱ-5>텍스트와의 련성에 따른 시각자료 유형 분류

2)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

‘어떻게 시각자료로 표상할 것인가’에 해서는 그림이나 삽화,사진,차트 등

의 그래픽이 학습자료에 삽입되기 시작하면서 무수히 많은 연구자와 실천가가

부심해온 주제이다.그 노력으로 인해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고,그로 인해

여러 가지 원리가 도출되었다.‘근 성(contiguity)의 원리(류지헌,2011;Mayer,

2001)’나 ‘경제성(economization)의 원리(성은모,2009;한안나,2006)’등이 표

인 시각자료 설계 원리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자료 설계 원리는 ‘무엇을 시각자료로 표상할 것인가?’에 한

답을 제로 하고 있다.즉,무엇을 시각자료로 표상할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 할지도 결정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시각자료로 표

할 것인가?’에 한 답을 구하는 연구들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한 선행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시각자료로 핵심 인 내용인 주제를 표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오

병근(2013)은 무엇을 시각화하느냐에 따라 지식의 시각화,정보의 시각화,데이

터의 시각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학습자의 학습과 탐구,발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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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창출 등을 한 시각화는 지식 시각화에 해당하며,이를 제시할 때에는 주

제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용해야 한다고 지 하 다. 아울러

Goldsmith(1987)도 시각자료에서 요한 정보를 부각하여 핵심 인 정보를 지

식으로 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 다.

둘째,정신모형(mentalmodel)이나 시각 연상(visualimagery)을 시각자료

로 표상해야 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감각 기 을 통해 지각된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가 작동 기억 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신

표상(mentalrepresentation)혹은 내 표상(internalrepresentation)을 의미하는

정신모형(mentalmodel)은 장기기억 내의 스키마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Mayer,2003).이러한 정신모형은 개념

을 형성하는 데에 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과학 개념이 주요 학습내용

인 과학 분야 등에서 을 두고 다루어 온 개념이다(신종호,신태섭,이승희,

이경호,박지연,송상호,2006).이에 해 Hegarty와 Just(1993)는 학습자료를

읽는 학습자의 인지과정에 있어 최종 인 목 이 정신모형(mentalmodel)을 형

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모형으로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시각자료로 표상하

여 정신모형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셋째,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표상해야 한다는 연구이다.텍스트가

포함한 정보를 동일하게 표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내용 등

가성(contentequivalence)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으로 Baggett(1979),Baggett과 Ehrenfeucht(1982)의 를 생각할

수 있다.Baggett과 Ehrenfeucht(1982)는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 만든 교육용

화나 애니메이션으로 표상할 때 텍스트의 스토리를 동일하게 시각화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그들은 학생과 성인을 상으로 텍스트와 내용 등가 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 을 때 학생은 더 잘 인식하 고,성인의 경우는 텍스

트와 애니메이션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 다고 보고하 다.즉,언어 기억(text

memory)은 텍스트의 내용에 비해 게 처리되어 은 양의 정보만 남기 때문

에 구조 으로 등가 인 내용을 표상하는 것이 요하다고 설명하 다.

Baggett(1979)도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에서 내용 등가성이라는 개념이 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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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보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가 요하다고 강조하 고,이러한 맥락에서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의 동일성을 강조하 다.

한,Hegarty와 Just(1989)는 기계 분야의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교재나 기술 매뉴얼이 텍스트의 약 230개 단어 하나 꼴로 다이어그

램을 제공하고 있으며,이는 텍스트의 약 45% 정도인 비 이라고 지 하면서

이로 인해 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 하 다.그러면서도 동일

한 내용을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복 이어서 과연 동일한 내용

을 표상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한 어차피 두 매체로

동일한 내용이 제시된다하더라도 정보처리되는 속도나 정보처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가 인 내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Larkin&Simon,1987).

이 듯 무엇을 시각자료로 제시할 것인가에 한 논의의 맥락에서 텍스트가

내포한 정보를 부 다 시각자료로 표 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을 이끄는 것

인지에 한 궁 증과 함께 시각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학습자

가 학습자료를 읽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새로운 질문이 발생한다.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정보를 기 으로 시각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

한지,동일한지,더 많은지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패턴이나 과정에 변화가 있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

7.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연구를 한 시선추 법

시선추 이란 인간의 안구 운동(eyemovement)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Duchowski,2003).시선추 방법이 학습에서 심을 받아온 것은 오래 부

터 이기는 하지만,본격 인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200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2009년부터로 알려져 있다(Lai,Tsai,Yang,Hsu,Liu,Lee,Lee,Chiou,

Liang,& Tsai,2013).이 에서는 학습과 읽기자료 해석에 있어서 시선추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심과 측정 방법의 발달,시선추 연구방법이 학습 분

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이 무엇인지,특히 읽기 자료 해석 패턴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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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학습 분야에서의 시선운동연구 필요성

학습 분야에서 시선운동 연구의 요성이 반복 으로 강조되고 있다.시선운

동을 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시선추 연구방법은 학습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학습에

있어 학습 성과(learningoutcome)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learningprocess)에

심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부터 높아져왔다.이로 인해 많은 학자

들이 학습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를 들어 사고구술법

(think-aloudprotocol)같은 방식이 표 인 라 할 수 있다.

시선추 연구방법도 이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연구한다는 에서 각

받고 있다.우리는 수업이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환기시켜 지식 획득을 돕거

나 방해한다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한다.그러나 통 인 연구방법에 의

한 연구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지 과정을 직 으로 연구하

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한 후에 상 으로 간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에서 vanGog,Kester,

Nievelstein,Giesbers,Paas(2009)도 과제 수행이 완료된 후에 간 인 방법으

로 인지 과정이 활성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보다 과제 수행 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언어 보고

(verbalreporting),개념도(conceptmapping)와 함께 시선추 이 이에 합한

기법이라 주장하 다.

둘째, 시선추 방법이 인지 과정을 투 하고 있기 때문이다(Just &

Carpenter,1980).학습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자의 움직임에 심을 가지고

측정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시선운동을 단순한 생리 반응으로 보지 않고,학

습자료 읽기를 진행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이 동자의 움

직임으로 반 되기 때문이다(이소라, 서 , 2013). 특히, 학습자의 주의

(attention)가 어느 요소에 머물러 있는지,어떻게 이동하는지에 해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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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습과 련한 다양한 분야에 용 가능하다는 것이다(van Gog,

Kester,Nievelstein,Giesbers,& Paas,2009).시선추 방법이 오랜 기간 심

을 받아온 만큼 여러 연구를 통해 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읽기 과정

의 특징과 인지 과정을 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인되고 있다(Hegarty&

Just,1993;McConkie & Yang,2003;Rayner,1998;van Gog,Kester,

Nievelstein,Giesbers,&Paas,2009;Yang&McConkie,2001).

학습의 과정에 주목할 수 있고,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반 한 시선운동을 추

할 수 있는 시선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에서 교육학이나 교

육공학 역에서의 연구 심과 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은 시선추 연구방법은 학습자료에서의 설계 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시선추 데이터 시선고정 데이터(eyefixationdata)는 학습자가

무엇을 주의(attention)하는지,어떻게 학습자의 주의가 이동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메시지 설계 원리나 략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vanGog,Kester,Nievelstein,Giesbers,&Paas,2009). 한,텍스트와 다

이어그램을 통합하여 제시했을 때 학습에 효과 인지를 검토한 연구(Hegarty

& Just,1993)등 학습자료의 형태에 따른 학습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다양한

학습자료의 형태에 따른 학습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선추 방법으로 실시함

으로써 학습자료의 형태가 어떻게 행동에 향을 주고, 향을 받은 행동인 어

떻게 학습으로 이되는지를 확인하여(Schmidt-Weigand, Kohnert, &

Glowalla,2008)학습자료 설계 제시 략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학습자료의 설계 제시 략을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검토할 수

있다는 이다. 통 인 실험연구에서는 학습자료의 설계 제시 략에 의

한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혹은 몇 가지의 학습자 특성이 효과를 설명

할 수 있는지 통계 인 설명력에 심을 가졌다면,시선추 방법에서는 학습자

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료의 설계 제시 략이 수월하게 작동하는지,그 행

동이 학습효과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Kalyuga,

Ayres,Chandler,Sweller(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텍스트와 다이어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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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제시하거나 우수 과제의 시를 제시하는 것은 심자인 학습자에게 효

과 이었지만,우수한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수설계 학습자료 설계에 있어 시선추 방법의 용은 학

습자에게 효과 인 학습자료 설계에 향을 뿐 아니라 맞춤형 교수 경로

(personalizedinstructionalpaths)등 학습자료와 수업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vanGog,Ericsson,Rikers,&Paas,2005).

셋째,학습효과가 발생한 이유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다.인지부하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자 그룹에서는 시선추 연구가 ‘인지부하(cognitiveload)’

를 연구하는 데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를 들어,동공

확장(pupildilation)이나 시선고정 시간(eyefixationduration)은 인지부하의 증

가를 나타낸다.반면에,다른 상에 한 시선고정으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시선도약(eyesaccade)의 길이는 인지부하가 어들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

다(vanGog,Kester,Nievelstein,Giesbers,&Paas,2009).이러한 구분은 불필

요한 인지부하를 이고,유용한 인지부하로 학습자의 주의를 유도하도록 시사

을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시선추 방법을 통한 학습 읽기 연구

시선추 방법을 통해 여러 해 동안 학습과정과 읽기 패턴에 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선행연구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습자가 단어나 문장을 어떻게 정보처리하는지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새로운 단어를 습득하거나 학습한 단어를 어떻게 재조직하는지에

한 심이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주제 다(Bolger,& Zapata,2011;

Brandt-Kobele & Hohle, 2010; Brusnighan, & Folk, 2012; Cruter,

Lew-Williams,& Fernald,2012;Schmiedtova,2011). 를 들어,어린 학습자

의 경우 읽기 시작할 때,오랫동안 단어들을 시선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단어

하나 당 두세 번의 시선고정을 하면서 읽는다는 것이다(Rayner,Ch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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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ttery,Ashby,2006).그러나 읽기에 능숙해질수록 혹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어 당 시선고정시간은 짧아지고,더 오래 시선도약하게 된다(Ashby,Rayner,

&Clifton,2005;Chace,Rayner,&Well,2005).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어를 꼼

꼼히 오랫동안 시선 고정하는 경우는 학습자가 단어를 인코딩하여 텍스트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 한다고 볼 수 있으며,연령이나 읽기 기술에

따라 단어에 한 시선운동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둘째,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교수설계 혹은 메시지 설계 략의 효과를 검

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특히,애니메이션에 한 연구가 많았는데(Lai,

Tsai,Yang,Hsu,Liu,Lee,Lee,Chiou,Liang,&Tsai,2013),이를 통해 시각

단서,통제 략,제시 방식과 표상 방식 등에 따라 학습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더 유의미한 학습을 해 어떤 략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 다(Castelhano

& Heaven,2011;Goujon,Brockmople,& Ehinger,2012;Koening,& Lachnit,

2011;Roderer,Krebs,Schmidt,& Roebers,2012;Tremblay,2011;Wang&

Mitchell,2011;Welham,& Wills,2011). 를 들어,Mason,Pluchino,

Tornatora,Ariasi(2013)은 과학 교과에서 삽화를 제공할 때에 구체 인 그림이

효과 인지,추상 인 그림이 효과 인지를 시선추 방법으로 검토하 다.그

결과 텍스트만 제공하는 경우보다 구체 인 그림과 추상 인 그림 모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선이동을 분석하 을 때,추상 인 그림에서 언

어 정보와 그림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있어 더욱 인지 노력을 기울여 더

효율 인 읽기가 진행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셋째,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라 학습효과나 읽기의 이해에 어떠한 향이 있

는지에 심을 둔 연구들이 있었다.특히,배경지식에 한 심이 높았는데

(Bartolotti & Marian, 2012; Cruter, Lew-Williams,& Fernald,2012;

Tremblay,2011),배경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나 이해 과정에 변

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한,학습자의 읽기 기술(skill)이

나 학습 략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심도 높았다. 를 들어 읽기

역량이 뛰어난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를 보인 연구들이 있었는데,읽기에 능숙한 학습자는 주제 문장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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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는 빈도가 높고 시선고정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Hyönä,LorchJr,& Kaakinen,2002;Hyönä & Nurminen,2006).이는 텍

스트에서 요한 부분을 탐색해 내고,주요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 구성하는 이

해 활동이 능숙하기 때문이다(이소라,서 ,2013).반면,읽기에 미숙한 학습자

는 어떠한 부분에 집 해야 할지 몰라 주제 문장에 시선을 고정하는 빈도가 낮

고 시선고정시간이 었다.

넷째,과제의 특성에 따른 시선이동 학습행동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를 들어,복잡한 과제일 때,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해결하는지

(Tsai,Hou,Lai,Liu,& Yang,2012),웹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Miwa,Egusa,

Saito,Takaku,Terai,&Kando,2011;Neider& Kramer,2011),오류 찾기 과

제(Wills,Lavric,Croft,&Hodgson,2007)등이 과제 특성에 따른 학습자의 행

동 연구라 할 수 있다.

3)시선추 방법을 통한 읽기 과정 연구

앞서 정리한 것처럼 학습에 한 연구 분야에서 시선추 방법을 통해서 진행

된 연구들은 하나의 요인이나 략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주로

이 맞추어져 있다.그 기 때문에 읽기 과정의 체 흐름 속에서 해당 요인이

나 략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한 해석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당

시선추 방법이 학습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는 장 을 확장하기 해서는 학습

자료 체에 한 시선이동의 흐름과 패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자의 읽기 패턴을 탐색

하고자 하 다. 를 들어 Hegarty와 Just(1993)는 텍스트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시선추 하 다.당 그들은 주의 분산(attentionsplit)

효과를 확인하려는 목 이었으나,학습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읽는지,언제 텍스

트에서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주의를 돌리는지,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확인하

는지를 알게 되었다.그들의 연구에 의하면,학습자는 먼 체 으로 텍스트

를 읽고 난 후에 다이어그램을 보거나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에서 다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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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언 되었을 때마다 다이어그램을 보는 패턴이 나타났다. 는 먼 텍스

트의 일부분을 읽고 나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해 다이어그램을 보

는 방식 등의 패턴이 나타났다.이 연구는 학습과정을 통해 패턴을 도출하 다

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1990년 에는 시선추 장치에서 사용된 기술이 최

근의 시선추 장치에 비해 정확도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생물교육 분야에서 신원섭과 신동훈(2012)의 연구는 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의 그래 를 이해하는 과정을 연구하 다.그 결과 텍스트 보다 이미지에 우선

으로 시선이 고정되며,텍스트와 그림이 가까운 치에 있으면서 다른 간섭

요소가 없을 때 텍스트와 그림을 활발하게 시선이동하 으며,텍스트에 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고하 다.아울러 그림의 이아웃이 시선이동의 방향과

시선고정 시간에 향을 주었으며,학습내용과 련성이 높고 친근한 소재일

경우에 시각 주의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과 읽기에 한 다수의 시선추 방법 활용 연구 에 읽기 학

습과정에 을 두고 학습자의 읽기 패턴과 학습과정을 드러내기 한 연구

보다는 한두 가지의 략이나 요소가 학습에 효과 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

치고 있어 보다 포 이고, 근본 인 읽기 학습과정에 한 심이 요구된

다.

8.이론 배경 요약 시사

이 장에서는 디지털 학습자료의 특성과 그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 행동,학습

자료 읽기와 련된 이론 모형,텍스트와 시각자료의 이해 과정,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에 한 원리,읽기 연구에서의 시선추 방법에 한 문헌을

검토하 다.문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학습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의 읽기 행동과 지 작용은 변화하

고 있다.디지털 학습자료는 언어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정보와 동 기능



- 53 -

을 갖추고 있다. 한 여러 층으로 제시되어 입체 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층 ,입체 디지털 학습자료는 인쇄 학습자료와 달리 학습자가 학습자료와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디지털 학습자료의 설계에 따라 다양한 제시 방

식을 취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

어 인쇄 학습자료와는 다른 읽기 행동과 지 작용을 요구하지만,종래의 인쇄

학습자료와 동일한 방식의 읽기 행동과 지 작용을 간주하고 있다는 비 을

받는다.그 기 때문에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자료 읽기 행동과

지 작용이 어떠한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련 이론으로 정보처리이론에 바탕을 둔 이 부호화

이론과 멀티미디어 인지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이 부호화 이론은 인간의 정

보처리과정을 언어 정보처리와 비언어 정보처리로 구분하고,언어 정보

와 비언어 정보가 독립 으로 처리되면서 서로 자극하여 활성화시킨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멀티미디어 인지 이론 역시 멀티미디어를 언어정보와 비언

어정보로 구분하고,언어정보 청각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는 청각-언어 채

로,시각-언어정보와 그림의 경우 시각-그림 채 로 처리되며,각각 언어모형과

그림모형을 형성하고,사 지식과 통합된다고 설명된다.즉,이들 이론은 학습

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어떻게 정보처리하는 지를 설명하는 발 을 마련해

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읽기 모형 역시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지 작용을

설명하고자 하 다.읽기 모형은 학습자가 단어나 문장을 읽는 데에 있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상향식 모형은 단어나 문장인 문자를 인식

하면서 해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반면,하향식 모형에서는 단어의 철자

나 음운이 처리되면서 의미를 추출하는 로세서와 의미 구성에 필수 인 맥락

로세서를 제안하고 있다.즉,단어를 읽고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크거나

작은 맥락이 의미 형성에 향을 다는 것이다.결국 최근의 읽기 연구에서는

상향식 읽기와 하향식 읽기가 함께 작용하는 상호작용 모형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이러한 읽기 모형은 학습자가 읽는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지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읽기 모형에서는 주로 텍스트의 단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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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습득하고,인출하는지에 심을 두고 있다.학자들은 이러한 읽기 과정을

차원 활동으로 구분하는데,단어 습득과 인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에 복잡한 인지 과정을 통한 이해 활동이 주요한 목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읽기에서의 복잡한 인지 과정은 주로 텍스트 이해 과정으로 논의되어왔다.

텍스트 이해 과정에 해서는 주로 Kintsch(1988,1998)의 구성-통합 이론

(Construction-IntegrationTheory)으로 설명되는데,이 이론에 의하면,읽기 과

정에서 텍스트를 조직화하고 체의 의미를 주요 요지로 압축하여 재조직된 새

로운 텍스트인 상황 모형(situation model)을 구성하게 된다.Schnotz(2002,

2005)는 이와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을 고려하여 통합모형을 제안하 는데,

텍스트와 그림이 각각 정보처리되면서 명제 표상(propositional

representation)과 정신모형(mentalmodel)을 형성하고 이들 간의 연속 상호작

용을 통해 일 된 정신모형(coherentmentalmodel)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구성-통합 이론과 Schnotz(2002,2005)의 통합모형에서는 텍스트 이해라

는 에서 읽기 후 의미를 재조직하고 최종 으로 정신모형을 형성하는 것에

해서 논의하 다.이 연구들은 읽기 과정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데에 유의미

한 토 를 제공한다.

정보처리 모형,읽기 모형,학습자 이해 모형은 학습자의 읽기 행동과 련된

읽기 과정에서의 인지 작용에 을 두고 있다.여러 모형에서 언 된 인지

작용은 읽기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으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메커니

즘이 지녀야 할 단계별 조건,작용,산출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형과 이론을 살펴본 바,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학습자의 읽기 과정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도출하 다.

첫째,사 지식과 경험이 학습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요한 요소

라는 이다.읽기 과정에서 사 지식이나 경험 등이 요함은 앞서 살펴본 연

구들 모두 동일한 주장이다.특히,하향식 읽기 모형이나 통합-구성 이론에서는

맥락이 미시 사 지식 뿐 아니라 수업이나 문화 등의 거시 맥락까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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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다.그러나 사 지식이나 경험과 새로 습득한 지식 간의 통합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에 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사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습자료를 선택하고,읽는 과정을 거친다는 주장과 읽고 난 후 새롭게

재구성된 의미가 사 지식과 통합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

다.

둘째,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최종 인 산출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여러 학자들은 의미를 부여하여 텍스트를 새롭게 재구성

한 명제(proposition),상황 모형(situationmodel),정신 모형(mentalmodel)이라

표 하면서 어떤 내 표상으로 산출물을 상정하고 있다.특히,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통해 각각 산출물이 나타나고,이후에 텍스트의 산출물과 시각자료의

산출물이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이에 해 읽기 과정에서의 최종 산출물은 무

엇인지,텍스트와 시각자료에서 독립 인 산출물을 생성한 후 통합하는 지에

한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읽기 과정 메커니즘 속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어떻게 연 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지 까지 살펴본 모형과 이론들은 부분 텍스트를 읽

을 때 어떤 읽기 과정을 거치는지에 살펴보거나 시각자료를 고려하더라도 각

요소가 독립 으로 정보처리된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 를 들어,텍스트와 시

각자료가 정보처리될 때,각각 의미를 구성한 후 통합된다는 주장이다.이에 더

하여 의미구성과 명제 혹은 정신모형 산출시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어떻게 련

되는지를 생각해 으로써 시각자료 제시에 한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디지털 학습자료 읽기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설계 원리가 있다.

그 무엇을 시각화하여 제시할 지에 하여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텍

스트에 포함된 정보와 시각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등가성이 논의되고 있다.텍

스트와 시각자료 련성에 해서는 텍스트와 련 있는 시각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지 않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마찬가지로 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정보가 등가 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지 않다는 주장이 제시되

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원리를 용한 학습자료와 그 지 않은 학

습자료에 해 학습자가 어떤 읽기 행동을 보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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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된 학습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읽기 해석 과정을 거치는지,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 정도 시각자료가 포함한 정보의 등가 정도에 따라 읽기 과정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근본 인 목 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시선추 기(eye-tracker)를 사용한 시선추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시선이동 데이터를 분석하고,시선추 실험 후 학습과정에

한 사후보고(retrospectivereporting)방식의 인터뷰를 실시하 다.즉,시선추

방법을 통해 수집된 양 데이터를 심으로 양 ,질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 데이터를 보완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 다.

1. 연구 차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의 수행을 한 연구의 필요성 목 을 밝히고,이에 한 연구문제를 정의

하 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각자료의 기능 효과 검토,읽기 모형 탐색,

텍스트 시각자료에 한 정보처리모형 탐색,시각자료에 한 메시지 설계

원리,시선추 연구방법에 한 선행문헌을 검토하 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

질 데이터 수집을 한 연구도구를 개발하 다.연구도구를 시선추

실험을 한 두 종료의 학습자료,사 사후검사지,인터뷰질문지를 개발하 으

며,이에 해 문가 타당화,교사 학습자 타당화를 실시하 다.네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한 연구 차 연구도구에 한 생명윤리심의 차를 거쳤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생명윤리승인을 통해 비된 연구도구를 시험 으로

용하여 체 인 차와 진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하여 비실험을 실시

하 으며,본 실험이라 할 수 있는 시선추 실험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

해 수집된 양 질 데이터를 분석하 다.문헌분석과 시선추 실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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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진행 차 연구활동

연구 문제

방법 정의

연구문제 분석

연구방법 계획

§ 연구의 필요성 목

§ 연구 문제 진술

§ 연구방법 계획

§ 데이터 수집 략 수립

↓

련

문헌 검토
선행 문헌 고찰

§ 시각자료의 기능 효과 검토

§ 읽기 모형 탐색

§ 텍스트 시각자료에 한 정

보처리모형 탐색

§ 메시지 설계 원리 검토

§ 시선추 연구방법 검토

↓

연구도구

개발

시선추 실험 도구

개발

§ 학습자료 선정 개발:학습자

료1-사회과 교과 ‘치의 다양

한 표 ’,학습자료2-‘항상성과

당조 ’

§ 디지털자료 개발 :그림 설계

§ 검사도구 개발

 사 사후검사지 개발

 시각화경향성 검사지 선정
↓

인터뷰 도구 개발
§ 사후보고 인터뷰 질문지 개

발

↓

<표 Ⅲ-1>연구 차 연구활동 내용

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토 로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정리하 으며,

이를 통해 인지 작용에 요구되는 요소를 도출하 다.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학습자료에 해 학습자의 읽기 메커니즘을 탐색하 다.

체 인 연구진행 단계와 차에 따른 세부 연구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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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도구에 한

타당화

§ 학습자료1: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에 한 문가 5인 분류

타당화

§ 학습자료 사 사후검사지 타

당화

 고등학교 교사 4인 타당화

 학생 학습자 3인 타당화

§ 인터뷰 질문지

 학생 학습자 6인 타당화

↓

생명윤리심의 생명윤리심의 승인
§ 생명윤리 교육 이수

§ 생명윤리심의 승인

↓

데이터 수집

연구결과

분석

비실험 인터뷰

§ 학생 6인 상 시선추 비

실험 인터뷰 실시

§ 연구수행계획의 수정 보완

↓

시선추 실험

인터뷰 실시

§ 연구참여자 모집

§ 시선추 실험 인터뷰 실시

 학생 27인 참여

↓

양 질 자료

분석

§ 양 데이터 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순차분석(빈도 확률)

 비모수검정

§ 질 데이터 분석

 히트맵(heatmap), 게이즈

랏(gazeplot)분석

 시선고정시간 그래 분석

 순차분석 다이아그램 분석

 인터뷰 자료 분석
↓

메커니즘 탐색
§ 문헌분석 데이터분석을 통한

학습자의 읽기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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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읽기 과정에서의 지

작용 요소 도출

§ 학습자 읽기 메커니즘 탐색

2. 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하 다.그 이유는 ‘학습자료의 읽기’와 련하여 일반 인 읽기 과정을 도출하

고자 하는 이 연구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읽기 능력을 보유한 학습자를 상으

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이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학습과 읽기 과정에 해 설명할 수 있고,실험도구인 시선추 기(eye-tracker)

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고려하여 학생으로 선정하 다.특

히,시간 제약과 이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에 있

는 세 개 학의 재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 모집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즉, 학의 포털사이트 공지사항

란에 련 연구 련 내용과 동의서,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으며,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실험

인터뷰 참여 신청을 하게 하 다.실험 인터뷰 참여 신청시 참여일정을

조율하 으며,이때 이메일로 실험 인터뷰 안내서와 동의서를 발송하 다.

시선추 실험 인터뷰는 학내 빈 강의실을 약하여 활용하 다.연구참여자

는 미리 조정한 시간에 해당 강의실로 와서 시선추 실험과 인터뷰에 참여하

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제약으로 작용하 듯이, 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시

선운동 연구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규모의 인원을 상으로 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Lai,Tsai,Yang,Hsu,Liu,Lee,Lee,Chiou,Liang,& Tsai,

2013).따라서 비실험을 제외한 본 시선추 실험 인터뷰에는 총 27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 으나 시선추 실험 결과,녹화된 시선추 정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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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 요인별 수

시각화경향성생성

시각화

공간-

운동

시각화

수단

시각화

선행

시각화

재

시각화

총 25 20 20 20 15 100

체 평균 16.71 13.00 13.46 15.96 12.21 71.33

<표 Ⅲ-2>연구참여자의 시각화경향성 검사 평균값

(recodingsamples)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하게 낮은 수치인(≤32%)세 명

의 학생을 제외하고,정보손실이 은 24명의 학생을 분석 상으로 하 다.분

석 상인 24명의 학생이 시선추 에 의해 수집된 정보 비율은 평균 83.3%

다.이 연구에서 사용한 시선추 기는 16.6ms마다 시선운동에 의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이때 시선추 정보량은 체 데이터 수집 횟수

데이터가 수집된 비율을 의미한다.시선추 기에서 시선운동을 제 로 감지

할 수 없거나 연구참여자가 을 감고 고개를 흔드는 등의 경우에 데이터를 수

집하지 못하게 된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여학생 16명,남학생 8명이었으며,1학년 학생이 7명,2

학년 2명,3학년 6명,4학년 학생이 9명의 분포 다. 공으로 보면,교육학,체

육교육,사회교육 등의 사범 학생들이 16명,컴퓨터공학, 어 문,사회학 등

을 공으로 하는 8명이 참여하 다.

연구참여자의 학습자 특성 시각화 경향성(VisualizationTendency)과 읽기

패턴의 계를 검토하기 해 시각화경향성 검사를 실시하 으며,시각화경향

성 검사 결과,아래와 같이 100 평균 71.33 이었으며,하 요인별로 생

성 시각화 25 평균 16.71 ,공간-운동 시각화 평균 20 13.00 ,

수단 시각화 평균 20 13.46 ,선행 시각화 20 평균 15.96 ,재

시각화 15 평균 12.21 이었다.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시선추 실험 에 시각화경향성 검사와 함께 사 검

사를 실시하 으며,실험이 종료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학습자료 1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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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료 2의 각 7문항씩 총 14문항의 사 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문항

당 1 씩 배정하여 검사별 총 은 각 7 이었으며,학습자료 1과 학습자료 2의

체 사 검사와 사후검사는 각각 14 이 만 이었다.연구참여자가 유사한 수

의 사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주어진 학습자료를 통해 제 로 읽기 활동을

진행하 는지를 검토하고자 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연구참여자는 <표 Ⅲ

-3>과 같이 비슷한 수 의 사 지식을 보 으며,사후검사에서는 주어진 학습

자료를 잘 읽고 학습한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학습자료 구분
학습자료1

평균 최소값 최 값

학습자료1
사 검사 5.08 3 7

사후검사 6.54 6 7

학습자료2
사 검사 5.21 3 7

사후검사 6.67 5 7

합계
사 검사 9.33 7 14

사후검사 13.17 12 14

<표 Ⅲ-3>연구참여자별 사 사후검사 결과

학습자료 2의 경우,연구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하 다.집단

1은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받았으며,집단 2는 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집단 3은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

한 그림을 제공받았다.각 집단에는 8명씩 포함되었으며,무선 으로 선정되었

다.그림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 다.시선추 방법을 통해 수집된 정

보 한 집단별로 략 평균 81.6%에서 84.8%로 유사한 수 의 데이터가 수집

되었다. 한,시각화 경향성에 있어 집단별로 동질한지를 살펴보기 해 비모

수 검정인 Kruskal-Wallis검정 결과,통계 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Χ2=5.145,df=2,p=.076).사 사후검사에서도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검정 결과,학습자료 1의 사 검사(Χ2=4.310,df=2,p=.11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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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료 2의 사 검사(Χ2=.594,df=2,p=.743)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세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특징

텍스트 비 시

각자료에서의 정

보가 부족

텍스트 비 시

각자료에서의 정

보가 동일

텍스트 비 시

각자료에서의 정

보가 과다

상자수(명) 8 8 8

시선추 에 의한

정보 비율(%)
83.1 81.6 84.8

<표 Ⅲ-4>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정보 등가성에 한 집단 구분

3. 연구도구

1) 시선추 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시선추 기는 미국 TobiiTechnology사의 TobiiX60이

다.이 장비는 책상 에 설치된 외선 카메라로 녹화한 화면을 분석하는 방

식(Table-mountedvideo-basedeyetracker)을 사용한다.즉,안구에 반사된

외선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통하여 과의 직 인 없이 안구 움직임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시선추 장비는 모니터 하단에 치하여 연구참

여자의 안경이나 머리에 착용하는 헬멧 등의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컴퓨터와 모니터,마우스를 앞에 두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게다가 턱 고정 (chinrest)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정 로그램으로 환경을

설정한 후에는 다른 시선추 장치에 비해 상 으로 자유롭게 머리를 움직일

수 있다.이러한 장 들은 연구참여자가 일상 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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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Tobiix60의 데이터 기록 속도는 60Hz이며,16.6ms마다 데이터를 기록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모니터의 사양은 가로 1,270pixel,세로 896pixel,해상도

1,280×1,024dpi,크기는 19인치이다.연구참여자는 직 키보드를 조작하여

모니터에서 주어지는 읽기자료를 읽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Ⅲ-1]시선추 실험 사진

실험 환경은 의 사진과 같이 구성하 다.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데스크

톱과 모니터를 활용하여 진행하 으며 모니터 아래에 시선추 기를 설치하여

학습자는 편안히 모니터를 보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하 다. 한,학습자

의 왼쪽 에 태블릿으로 시계를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시간을 리하여 읽

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하 다.

2)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된 읽기자료

학습자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읽고 학습한 학습자료는 <표 Ⅲ-5>와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자료를 읽고 학습하

다.두 번째 학습자료는 무선 으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개발된 자료를 읽고

학습하 다.연구참여자가 시선추 실험에 참여하게 되면,안내를 받은 후 학습

자료 1을 읽고,이후에 다시 안내를 받고,학습자료 2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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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습

자료

페이지

순서
내용 그림 특징 비고

안내 시간 주의사항 안내

1

1

단원 제목

: 치의 다양한 표

과 활용

그림 없음

모든 학습자

동일

2
유지와 바다를 이용한

치 표

텍스트 부가

그림 포함

3
경 도 좌표를 이용한

치 표

텍스트로

체불가한 그림

포함

4
이웃국가와 랜드마크

를 이용한 치 표

련 없는 장식

그림 포함

안내 시간 주의사항 안내

2

1
단원 제목

:항상성과 당조
그림 없음

학습자

집단별 구분

2 항상성과 당조 그림 없음

3
당 조 과 련된

기 과 호르몬1
부족한 정보/등가

정보/과정보 그림

포함4
당 조 과 련된

기 과 호르몬2

5 당량 조 그림 없음

6
포도당 증가의

경우
부족한 정보/등가

정보/과정보 그림

포함7
포도당 감소의

경우

<표 Ⅲ-5>학습자료 구성 내용 순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자료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원리에 따라 그

림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용한 학습자료 1과 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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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용한 학습자료 2로 개발되었다.학습자료 1과

학습자료 2모두 학습자료의 화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목 아래에 왼쪽에는

본문 텍스트,오른쪽에는 그림이 배치되도록 구성하 다.

[그림 Ⅲ-2]읽기자료 화면 구성

읽기자료 1은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를 학습자의 읽기 패턴을 탐

색하기 한 연구도구로서 문헌분석에 의해 세 가지 유형의 텍스트 시각자

료로 구성하 다. 행 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 등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주제로 세 가지 유형의 그림이 포함될 수 있는 단원을 찾고

이에 해 검토하 다.최종 으로 단원 ‘치의 다양한 표 과 활용’ 에

소단원 ‘1. 치를 표 하는 다양한 방법(박성 ,김해성,송경환,송성민,박

화,김세연,박선운,2012)’으로 선정하여 이를 편집,수정하 다.편집된 자료는

PDF기반의 디지털 일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치를 표 하는 다양한 방법’의 내용은 제목을 제외한 세 페이지로 구성하

다.각 페이지에는 그림을 하나씩 포함하 으며,포함된 그림은 문헌분석을

통해 분류한 세 가지 시각자료의 유형이 페이지별로 포함되었다.아울러 세 가

지 유형에 따라 그림의 분류가 타당한지에 해 교육공학 문가 5인을 상으

로 ‘텍스트로 체불가한 그림’,‘텍스트의 내용을 부가 으로 설명하는 그림’,

‘장식 그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그림 분류를 요청하고 타당화하 다. 문가

구성은 <표 Ⅲ-6>과 같다.텍스트 시각자료의 련성 분류에 따라 5인의

읽기자료 유형 분류의 합치도를 살펴보기 한 카 계수(Cohen's K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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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를 산출하 으며,.90이었다.

문가

구분
소속기 구분 공

교육 연구

경력 (년)

A 4년제 학 교육공학 7

B 국가정책연구소 교육공학 25

C 국가정책연구소 교육공학 8

D 학 내부 연구소 교육공학 5

E 학 내부 연구소 교육공학 10

<표 Ⅲ-6>텍스트 시각자료 련성 분류 타당화 참여 문가

읽기자료 1의 그림 유형별 학습자 집단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학습자

가 세 페이지를 모두 읽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각 페이지의 본문

텍스트 자수는 94～99개 단어로 비슷한 분량의 텍스트가 포함되었다.

읽기자료 2의 경우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 패

턴을 탐색하기 한 연구도구로서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

‘텍스트와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

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으며,연구참여자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읽

기자료 2를 제공하 다.읽기자료 2는 행 고등학교 생명과학 Ⅱ의 생물과 교

과서 삽화 등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보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

는 내용을 포함한 단원으로 선정하 다.최종 으로 단원 ‘항상성과 건강’의

단원 ‘3.항상성 유지(심규철,여성희,김용진,황의욱,안필헌,이일규,2012)’

내에 포함된 ‘항상성과 당조 ’부분으로 선정하여 이를 편집,수정하 다.편

집된 자료는 읽기자료 1과 마찬가지로 PDF기반의 디지털 일로 변환하여 사

용하 다.

‘항상성과 당조 ’은 제목을 제외하고 여섯 페이지로 구성하 다.첫 번째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페이지 모두 그림을 하나씩 포함하 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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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7>과 같이 세 유형 모두 동일한 그림이 포함되었지만,첫 번째 집단인 ‘텍

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는 주요 부분 두 군데를 빈칸으로

표시하 다.세 번째 집단인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는 뒤 페

이지의 그림을 통합하여 복 으로 제시하 다.

구분 집단1 집단2 집단3

등가성

구분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

텍스트 비 등가의

정보
텍스트 비 과정보

그림

시

<표 Ⅲ-7>집단별 그림 시

학습자료 1과 2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연구도구로 제공하

다.그 이유는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효과 으로 습득하는 것을 확인하기

보다 연구참여자인 학생이 충실히 읽기 활동을 진행하고,그 과정과 지 작

용에 해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이다.

3) 사 사후검사지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사 지식 정도와 읽기자료를 통해 학습한 후 학습자

가 학습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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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지와 사후검사지를 활용하 다.사 검사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학습

자가 어느 정도 동질한 수 의 사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

으며,사후검사의 경우 읽기 과제를 제 로 수행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시

하 다.

사 검사지와 사후검사지 모두 해당 교과서의 연습문제 교사용 지침서에

제시된 문제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읽기자료 1과 2에 각각 7문항씩 출제하여

사 검사 총 14문항,사후검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 다.문항에 오류가 있는

지 확인하기 해 사회과 교사 두 명,생물과 교사 두 명의 총 네 명의 교사로

부터 검토 받았다.타당화에 참여한 문가는 <표 Ⅲ-8>과 같다.

구분 소속기 구분 지역 공
교육 연구

경력 (년)

F 학교 서울
사회교육

(윤리교육)
18

G 학교 서울
사회교육

(교육학)
17

H 고등학교 서울 생물교육 17

I 학교 경기 생물교육 3

<표 Ⅲ-8>읽기자료 사 사후검사지 타당화 참여 문가(교사)

아울러 학습자 세 명을 상으로 읽기자료와 사 ,사후검사지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차나 도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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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기 구분 학과 학년

J 4년제 학 학부생 교육학과 3

K 4년제 학 학부생 컴퓨터교육과 3

L 4년제 학 학부생 교육공학과 4

<표 Ⅲ-9>읽기자료 사 사후검사지 타당화 참여 학습자

교사와 학습자 모두 확인 후 의견을 통해 읽기자료 사 사후검사지를 수

정하 으며,세 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료하 다.사 사후검사지를 작성하는 데

에 있어 소요된 시간은 각 10분이었다.

4) 시각화경향성검사지

시각자료에 한 선호 시각화의 활용 경향성을 살펴보기 해 시각화 경

향성 검사지(VisualizationTendencyTest)(Rha,Park,Choi,& Choi,2009)를

활용하 다.Rha,Park,Choi,Choi(2009)의 연구에서 보고한 Cronbachα 신뢰

도 계수는 .796이었으며,타당화를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

analysis)을 거쳐 도출된 검사 문항은 생성 시각화(GenerativeVisualization)

5문항,수단 시각화(InstrumentalVisualization)4문항,공간-운동 시각화

(Spatial-MotorVisualization)4문항,선행 시각화(ProactiveVisualization)4

문항,재 시각화(RepresentationalVisualization)3문항으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을 읽을 때 학습자마다 상이한 시각자료에 한 선호 정도로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향이 있는지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참고하고자 하 다.시각화

경향성 검사지는 [부록 9]와 같이 총 20문항으로 작성에 있어 약 5분 정도 시

간이 소요되었다.시각화경향성 검사는 사 검사지 작성 후 실시하 다.

5)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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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추 방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 후 자신이 학습을 진행한 과정에 해

설명하는 사후보고(retrospectivereporting)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사후보고와

인터뷰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interview)로 실시하여,반드시 필요

한 사항에 해서 연구 상자에게 질문하는 한편,인터뷰 상자가 질문에

한 생각 이외에도 연 되어 떠오르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을 사용하 다(Merriam,1998).

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사후보고 학습과정

에 한 부분,두 가지 학습자료에 한 평가 이미지 활용,학습스타일

읽기 스타일,개인배경으로 구성하 다.이 인터뷰 질문지는 세 명의 교육공학

분야 문가 타당화를 거쳤으며,여섯 명의 학습자를 상으로 시험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가

구분
소속기 구분 공

교육 연구

경력 (년)

O 4년제 학 교육공학 12

P 4년제 학 교육공학 5

Q 학 내부 연구소 교육공학 7

<표 Ⅲ-10>인터뷰 질문지 타당화 참여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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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기 구분 학과 학년

R 4년제 학 교육학과 1

S 4년제 학 교육학과 3

T 4년제 학 교육학과 4

U 4년제 학 교육학과 4

V 4년제 학 교육학과 3

W 4년제 학 교육학과 1

<표 Ⅲ-11>인터뷰 질문지 타당화 참여 학습자

6)데이터 수집 분석을 한 소 트웨어

데이터 수집을 해 TobiiTechnology사의 소 트웨어인 TobiiStudio3.2를

이용하여 이미지 일(.bmp),동 상 일(.avi),텍스트 일(.txt),엑셀 일

(.xls)로 추출하 다. 한 TobiiStudio3.2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시선이

동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게이즈 랏(gazeplot)과 히트맵(heatmap)을 이미지

일(.bmp)과 동 상 일(.avi)로 수집하 으며,소 트웨어의 분석 기능을 활

용하여 시선고정 시간 횟수,첫 시선고정하기 까지 소요시간을 엑셀 일

(.xls)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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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데이터 분석 소 트웨어

아울러 빈도분석과 비모수검정을 해 마이크로 소 트사의 엑셀(Microsoft

Excel)2013과 SPSS버 19.0을 사용하 으며,순차분석을 해 DAT 1.986

(DiscussionAnalysisTool)을 사용하 다.

4. 자료 수집

연구를 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연구도구를 개발한 후 서울 학교 생명

윤리심의 원회에 승인 받아 연구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 승인번호 -IRBNo.1312/001-014

§ 승인날짜 -2013.12.13

연구 데이터는 양 데이터와 질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을 풍부히

하고자 하 다.이 연구에서 수집한 양 데이터와 질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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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데이터 질 데이터

§ 시선고정(fixations) 데이터(시

간별 화면의 좌표 표시)

§ 읽기 시간의 진행에 따른 시선

고정 시간 그래

§ 시선이동에 한 코딩 자료 § 시선이동 확률 다이어그램

§ 심 역(AOI)별 시선고정 시

간 횟수
§ 시선추 히트맵(heatmap)

§ 심 역(AOI)별 첫 시선고정

하기까지의 시간
§ 시선추 게이즈 랏(gazeplot)

§ 사 사후 시각화경향성 검

사 수
§ 사후보고 인터뷰

<표 Ⅲ-12>연구 활용 데이터

이 연구에서는 시선추 연구방법을 통해 양 데이터를 수집하고,시선추

방법이 종료된 후 사후보고 인터뷰를 통해 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차

자료 수집 방법을 용하 다.

연구참여자 한 명이 시선추 실험에 참여하고 사후보고 인터뷰를 진행하

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각 단계

별 진행 순서 소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체 연구 진행 순서 안내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10분

② 사 검사 시각화경향성 검사 :10분

③ 시선추 실험 안내 :5분

④ calibration&validation:10분

⑤ 시선추 실험 :15분

⑥ 사후검사 :15분

⑦ 인터뷰 :30분

기록을 해 모든 시선추 실험 장면은 녹화하 으며,사후보고 인터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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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상 분석방법 주요내용

양
시선추

데이터

기술통계

빈도분석

§ 심 상별 얼마나 오랫동안 시선

고정하 는지

§ 심 상별 얼마나 여러 차례 시

선고정하 는지

§ 어느 부분을 제일 먼 시선고정

하 는지

비모수 검정

§ 집단 간 시선응시 시간과 횟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 시각화경향성 학습성과와 시선

응시에 련이 있는지

§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

라 시선응시 시간과 횟수에 차이

가 있는지

순 차 분 석

(sequential

analysis)의

빈도 확

률

§ 읽기 과정에 있어 선행 시선이 후

행 시선으로 이동하는 빈도는 어

떠한지

질
시선추

데이터

읽기 시간의

진행에 따른

시선고정 시

간 그래

§ 읽기 과정에 있어 어떤 순서로 읽

는지

§ 읽기 과정에서 시선이동의 순서와

정도는 어떠한지

시선응시 질 § 시선고정 히트맵(heatmap)

<표 Ⅲ-13>분석방법

녹음기로 녹취 사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양 질 분석을 실시하 는데,분석 상,분석방법,분

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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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시선응시 구성(gazeplot)
순차분석의

확률 다이어

그램

§ 읽기 과정에 있어 주요 요소 간의

계는 어떠한가

사후보고

인터뷰

데이터

개방코딩

테마분석

§ 읽기 과정에 향을 미치는 변인

은 무엇인지

§ 읽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

엇인지

분석을 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료를 가공 분석하 다.분석을 해 데

이터 정리 가공이 필요하 는데,데이터 정리 가공과 분석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데이터 추출을 해 심 역(AreaofInterest,

AOI)을 설정하 다.둘째,시선고정 시간 횟수,처음 시선고정된 상 확인

을 하여 심 역(AOI)별 데이터를 추출,분석하 다.이는 기술통계 빈도

분석,비모수검정을 통해 분석되었다.셋째,시선이동의 흐름을 살펴보기 한

시선고정 게이즈 랏(gazeplot)과 히트맵(heatmap)을 추출하 으며,시선이동

흐름에 한 그래 를 작성하 다.시선이동 흐름에 한 그래 는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의 연구원이 패턴을 단하여 코딩하는 방식을 활용하 다.넷째,

심 역(AOI)간 시선이동의 흐름을 살펴보기 하여 시선고정 데이터에서 시

선고정 상으로 코딩하 다.선행 시선고정이 후행 시선고정으로 이동하는 변

화에 따라 빈도와 변환확률을 산출하여 순차분석하 다.다섯째,사후보고

인터뷰 자료를 녹취 사하여 이에 한 개방코딩을 실시하고 테마분석하 다.

1)시선추 데이터의 심 역(AOI)설정

이 연구에서는 각 페이지별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인 제목,본문 텍스트,그림

에 하여 시선이 어떻게 이동하 는지를 분석하기 해 우선 이 역들을

TobiiStudio3.2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심 분석 상 역(AreaofInterest,

AOI)을 설정하 다. 심 분석 상 역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Noton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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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백에 해당하 다.학습자료 2의 경우 분석을 해 텍스트 본문 의 주제

문장도 별도의 심 역(AOI)으로 각각 설정하 으며,시각자료의 주요부분도

심 역(AOI)으로 별도 설정하 다.

심 분석 상 역 세부 설정 역

제목

텍스트 본문
주제문장

그 이외의 텍스트

시각자료
주요부분

그 이외의 그림

<표 Ⅲ-14>분석을 한 심 상 역(AOI)

심 역(AOI)설정은 [그림 Ⅲ-4]와 같이 TobiiStudio3.2의 기능을 활용하

으며,연구참여자 간 동일한 심 역(AOI)설정을 해 첫 번째 연구참여자

의 심 역(AOI)을 설정한 후 이를 복사(Ctrl+C) 붙여넣기(Ctrl+V)하여 설

정하 다.

[그림 Ⅲ-4] 심 역(AOI)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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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측정변인 변인설명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을 때 부분별로 얼마

나 보는지

체 시선응시 시간

(TotalFixation

Duration)

학습자료의 역별

로 시선고정한 총

시간

시선응시 횟수

(FixationCount)

학습자료의 역별

로 시선고정한 총

횟수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기 시작할 때 어느

부분을 보면서 읽기를

시작하는지

첫 시선응시까지의 소요

시간

(TimetoFirst

Fixation)

해당 부분에 첫 시

선응시 시간까지 걸

리는 시간

<표 Ⅲ-15>주요 측정 변인

2)시선고정 시간 횟수 데이터 분석

연구참여자가 심 역(AOI) 어느 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시선고정하는지,

몇 차례 시선고정하는지,어느 부분을 가장 먼 시선고정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다음의 세 가지 변인들을 심으로 검토하 다.

총 시선고정시간,시선고정 횟수,첫 시선고정까지의 소요시간에 해 산출되

는 방식을 구체 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이 부분은 TobiiTechnology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주로 참고하 다.

가. 총 시선고정시간(Total Fixation Duration, 단 : ms)

심 역(AOI)내,AOI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AOI내에 시선이 머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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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이 수치는 심 역(AOI)내로 시선이 이동하 을 경우 머문 시

간의 총합으로 산출된다.시선추 과 함께 실험이 종료되었는데에도 연구참여

자가 심 역(AOI)내에서 시선을 응시하지 않았다면 체 시선응시시간은 계

산되지 않으며 이 시선추 에 한 녹화는 체 인 평균값 등의 기술통계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아래의 그림은 총 시선고정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아래의

그림에서 AOIA와 AOIB에 시선이 머물게 된 시간인 6,7,12,14번 시선고정

에 해 각각의 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된다.즉,총 시선고정시간은 AOIA

에 머문 시선고정시간(fixationduration)12번 시선고정시간과 AOIB에 시선이

머문 6번 시선고정시간+7번 시선고정시간+14번 시선고정시간의 합이 해당 자료

에 한 총 시선고정간이 되며 이를 시선추 녹화 사례수(연구참여자수)로 나

것이 총 시선고정시간의 평균이 된다.

§ 총 시선고정시간(TotalFixationDuration)=AOIA내에 머문 시선고정

시간(FixationDuration)의 합 +AOIB내에 머문 시선고정시간의 합 +

AOIC내에 머문 시선고정시간의 합 +…

§ 총 시선고정시간(TotalFixationDuration)의 평균=(AOIA 내에 머문

시선고정시간(FixationDuration)의 합 +AOIB내에 머문 시선고정시간

의 합 +AOIC내에 머문 시선고정시간의 합 +…)/시선추 녹화 사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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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총 시선고정시간(TotalFixationDuration)산출과정

나. 시선고정 횟수(Fixation Count, 단 : 회)

이 수치는 심 역(AOI)내로 시선이 이동하 을 경우 머물었을 때의 횟수

를 의미한다.연구참여자가 동일한 페이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시선고정한

다면,새로운 시선고정횟수로 추가되며,시선고정하지 않은 채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 다면 시선고정횟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은 시선고정횟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아래의 그림

에서 AOIA와 AOIB에 해당하는 6,7,12,14번에 시선고정한 횟수를 각각 산

출하여 계산하게 된다.즉,AOIA에 머문 시선고정횟수는 12번 시선고정 1회에

만 해당하며,AOIB에 시선이 고정한 횟수는 6번,7번,14번의 3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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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시선고정횟수(FixationsCount)산출 과정

다. 첫 시선고정까지 소요된 시간(Time ti First Fixation, 단 : ms)

이 수치는 연구참여자가 처음 심 역(AOI)내로 시선을 고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이 시간은 해당 심 역(AOI)이 포함된 페이지가 제시될 때

부터 측정되기 시작한다.결국 연구참여자가 해당 심 역(AOI)내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시간 측정이 종료된다.

아래의 그림은 심 역(AOI)별로 처음 시선을 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 다.아래의 그림에서 AOIA에 해당하는 12번,AOI

B에 해당하는 6번,7번,14번,AOIC에 해당하는 9번,10번에 해 해당 페이지

를 열고 시선을 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하게 된다.즉,AOIA에

해당하는 12번에 시선고정하기까지는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 다가 다시 해

당 페이지로 돌아와 12번에 시선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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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B에 해당하는 6번,7번,14번에 시선이 고정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6번에

시선을 고정하기까지의 시간으로,AOIC에 해당하는 시간은 두 번째 페이지가

제시된 순간부터 9번에 시선을 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산출하게 된다.

[그림 Ⅲ-7]첫 시선고정까지 소요된 시간(TimetoFirstFixation)산출 과정

라.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비모수검정

산출된 시선고정 시간 횟수,첫 시선고정까지의 소요 시간으로 기술통계

빈도분석하 다.아울러 시각화경향성이나 성별,사 사후검사 수에 따른

차이 검정을 해 비모수검정을 실시하 다.그 이유는 연구참여자 사례수가

고,정규성 검정에서 정규성 분포를 띤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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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선이동 패턴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시선의 이동과 시선고정시간을 그래 로 표 하여 이를 질

분석하 다.그래 는 세 종류로 작성되었는데,시선의 이동과 시선고정시간을

함께 표 한 게이즈 랏(gazeplot),시선고정시간을 등고선과 같이 표 한 히트

맵(heatmap),각 심 역(AOI)별 시선고정 순서를 그래 로 표 한 것의 세

종류는 각각 살펴보면서 패턴을 유추하 다.

[그림 Ⅲ-8]게이즈 랏(Gazeplot)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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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히트맵(Heatmap)분석 화면

시선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연구자의 편향된 단을 피하고자 삼각

측정(triangulation)의 측면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논

의하 다.세 명의 연구원이 시선이동의 흐름을 보고 읽기 패턴으로 코딩하

다.코딩에 참여한 연구원은 교육공학 공의 박사수료생이었다.연구자가 일차

으로 정리한 학습자의 시선이동 패턴을 심으로 코딩 체계를 구성하 으며,

연구원 각자 데이터와 그래 를 보면서 연구참여자별,페이지별 활용 패턴을

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두 차례의 코딩을 통해 연구자가 제시한 패턴

을 수정,보완하 으며,패턴에 해당하는지를 단하는 기 을 정교화하 다.

세 명의 연구원이 코딩한 데이터는 서로 비교하면서 논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세 명이 코딩한 데이터는 168개 항목 151개 항목이 일치하여 약

94.05%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의 연구원이 논의하여 정리한 학습자의 읽기 패턴을 단하는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맥락 악 읽기의 경우 본격 인 텍스트 읽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본

문 텍스트에 한 시선고정이 량으로 발생하기 까지의 시선고정 양상을 보

고 단한다. 를 들어 본문 텍스트 첫 의 문장이 아홉 번의 시선고정을 통

해 읽기 때문에 본문 텍스트에 시선고정하는 횟수가 10회 이상,여백이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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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시선이 이동되지 않고 고정될 경우에 본문 텍스트를 본격 으로 읽기

시작한 단계로 단하 다.

둘째,내용 이해 읽기의 경우 텍스트와 그림을 번갈아 시선이동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번갈아 시선이동하는 횟수가 2회 이 발생할 경우,즉,(텍스트-그

림)-(텍스트-그림)이상의 시선이동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셋째,내용 종합 읽기의 경우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즉,읽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본문 텍스트를 읽은 후 그림

으로 이동하고,그림에서 텍스트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그림에

시선이 고정되는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로 단하 다.

넷째,그림 비활용 읽기의 경우는 그림으로 시선이 이동하지 않는 읽기 과정

에 해당하며, 체 인 읽기 과정에서 그림에 시선이 고정되는 횟수가 5회 미

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하 다.

4)시선고정 상에 따른 코딩 순차분석

학습자의 시선이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를 [부록 14]와 같이 정리하고 시선

고정 상에 따라 제목은 1,본문 텍스트는 2,그림은 3,여백은 4로 코딩하

다.아울러 본문 텍스트 주제문장은 5,그림 주요 부분은 6으로 코딩하여

살펴보았다.

한,학습자료 읽기 과정에서 제목,본문 텍스트,그림,여백 등의 요소 간

계를 악하기 해서 순차분석(SequentialAnalysis)을 실시하 다.순차분석

은 Bakeman과 Quera(1995),Bakeman과 Gottman(1997)이 고안한 방법으로 어

떤 특정 단계들 간의 계와 패턴을 악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즉,순차

분석은 두 단계 간 계의 의미를 악하고 한 단계가 선행했을 때 다음 단계

가 연속할 가능성을 확률 으로 측하여 표 하는 방법이다(이 민,2005).순

차분석에서는 두 요소 간의 계를 수량화 시킬 수 있는 변환확률(Transitional

Probability)과 계를 시각화한 변환상태도식(TransitionStateDiagram)을 주

요 기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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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도 순차분석을 해 선행 시선고정과 후행 시선고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코딩하 으며,이에 해 빈도와 변환확률,변환상태도식을 정리하여

분석하 다.

5)인터뷰 자료 정리 분석

사후보고 인터뷰 한 자료는 모두 녹취 사하여 워드 일로 정리하 다.

이에 해 개방코딩하 으며,각 문장별로 의미하는 내용을 분석하는 테마분석

을 실시하 다.

6)메커니즘 도출

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 메커니즘을 도

출하기 해 학습자 읽기 모형,해석 과정,시각자료 활용에 한 연구를 문헌

분석하고,시선추 방법과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 다.이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해석 과정을 정리하고,그 기 의 지 작용이 발생하는 요

소를 도출하 다.이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서의 인지 메커니즘을 탐

색하여 도식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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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이 연구의 목 은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

된 학습자료로 학습할 경우 읽기 과정은 어떠한지,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 측면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

가 련 있는지,텍스트가 포함한 정보와 시각자료의 정보가 동일한지에 따라

읽기 과정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된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를

읽고 학습하는 동안 시선추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시선이동 결과 자료를 분

석하 다. 한 학습과정에 한 사후보고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 다.이 게 수집된 사후보고 인터뷰 자료의 경우는 시선추 방

법을 통해 도출한 시선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기 한 보조 자

료로 활용하 다.아울러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인지 작용에 한 문헌 분석

과 시선추 방법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학습자 읽기 과정

에서의 메커니즘을 탐색하 다.

연구결과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첫째,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

는 과정에서 나타난 읽기 패턴이 무엇인지 탐색하 다.둘째,학습자료에서 텍

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학습자의 텍스트 시각자료 읽기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셋째,시각자료 제시 원리 의 하나인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내용 등가성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자료 읽기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를 검토하 다.마지막으로 앞의 결과와 문헌분석을 종합하여 텍스트와 시각자

료가 포함된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학습자의 읽기 메커니즘을 탐색하 다.

1.텍스트 시각자료 읽기 과정

읽기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해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된 학습자료를 읽

을 때 학습자의 시선이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그에 따른 읽기 패턴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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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어떤 부분에 오랫동안 빈번히 시선고정하는지,어느 부분에 가장 먼 시

선이 가는지 등을 분석하 다.아울러 학습자 특성 변인으로 학습자의 시각화

경향성 사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텍스트 시각자료 읽기 패턴과 시선고

정시간 횟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다.

1)학습자의 시선고정 과정 패턴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포함한 학습자료로 학습을 진행할 때 읽기 과

정을 분석하여 읽기 패턴을 탐색하고자 학습자의 시선이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

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해 학습자가 학습자료 1과 2를 읽는 동안 시선운동을 기록한 데이터

를 수집,정리하여 연구참여자별,페이지별로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 는지,얼

마동안 시선고정하 는지에 한 부분을 추출하 다.이후에 시선고정 데이터

에 무엇을 응시하 는지를 코딩하 다.이때 편의상 제목은 TI,본문 텍스트는

TE,그림은 I,여백은 B로 표기하 다.코딩된 표기를 시선고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 다.아래는 시선고정한 순서로 코딩된 표기의 이다.

I-TI-TI-TI-B-B-TI-TI-TE-TI..(후략)

이 게 표기된 순서에 따라 시선을 고정한 시간을 비하여 게이즈 랏

(gazeplot),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의 네 요소별 시선고정 시간 그래 ,

네 요소를 시선고정한 순서 로 표시한 그래 의 세 가지 차트를 통해 읽기 패

턴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시각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맥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내용 종합 읽기 패턴의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났으며,그림을 활용하지 않

는 읽기 패턴까지 네 가지 패턴이 도출되었다.각 패턴의 특징과 시선이동 경

향을 그래 를 통해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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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맥락 악 읽기 패턴

맥락 악 읽기 패턴은 물리 구조,주요 내용이나 개념,방향을 머릿속으로

악한 후 본격 인 본문 읽기를 진행하는 경우이다.연구참여자 여러 학습

자가 이 방법을 취하 다.맥락 악의 목 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크

게 물리 구조에 한 배경을 악하는 것과 내용의 역이나 방향을 악하

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록 14]와 같은 데이터에는 연구참여자별,페이지별로 시선을 고정한 순서

로 무엇을 시선고정하 는지,얼마동안 시선고정하 는지가 나타난다.편의상

제목은 TI,본문 텍스트는 TE,그림은 I,여백은 B로 표기하여 표기된 순서에

따라 시선을 고정한 시간을 비하여 차트로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 Ⅳ-1]과

같다.이 그래 는 맥락 악 읽기 패턴의 시로서 연구참여자 P19가 학습자

료 1에서의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첫 페이지의 읽기 활동을 표시

한 것이다.

[그림 Ⅳ-1]맥락 악 읽기 패턴에서의 읽기 시간에 따른 각 요소별 시선고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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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그래 는 학습자료를 읽기 시작한 시간부터 해당 페이지의 읽기

를 종료한 시간까지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제목,텍스트,이미지,여백의 네

가지 요소별로 시선고정한 시간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X축에 해당하는 선이

왼쪽은 읽기 시작한 시간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읽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표시

하 다.Y축에 해당하는 선은 시선고정한 시간을 표기한 것으로,그래 가 높

을수록 시선고정한 시간이 많음을 나타낸다.이때 제목의 경우에는 학습자료를

읽기 시작한 앞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한 후 읽지 않는 경향을 보 고,텍

스트의 경우는 지속 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을 보 으며, 반 이후에 가

장 최 의 시선고정시간을 보 다.텍스트의 Y축에 해당하는 선이 0에 해당할

때에는 주로 이미지의 Y축에 해당하는 그래 가 높이 솟아 텍스트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 이미지를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즉,텍스트와 이미

지를 번갈아 시선고정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림 Ⅳ-1]의 그래 읽기 시작하는 단계를 보면,학습자료에서 해당 페

이지를 열고 난 후 학습자가 처음 시선을 고정한 곳은 그림이었다.그가 그림

에 시선을 고정하기 에 시선을 고정할 부분을 탐색하는 시선도약(saccade)

과정을 거쳤다.삽화로 제시된 그림은 여러 가지 색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 으

로 시선을 집 시키기도 하지만,여러 차례의 시선도약을 거친 후에 그림에 시

선을 고정한 것으로 보아 그림의 물리 유무 악보다는 다른 목 으로 그림

에 시선을 고정하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맥락 악 읽기 패턴을 나타낸 학습자는 학습자료 1에서는 페이지별 평균

12.67명,학습자료 2에서는 페이지별 평균 8.33명이었다.즉,학습자료 1에서는

과반 이상,학습자료 2에서는 3분의 1의 학습자가 맥락 악 읽기 패턴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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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선운동결과를 동 상으로 보면서)제가 이 게 봤어요?

그림 안본 것 같은데...의도 으로 보지 않았어요.(읽기 시작할

때에)그냥 빨리 읽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무슨 내용이지...생각

하면서 읽었어요.

(연구참여자 P10)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보건 ,학습자는 읽기를 시작하면서 그림에 우선 으

로 시선고정하 다는 은 그림의 유무를 악하는 것 이외에 그림을 통해 학

습자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그 내용이 학습목 에 비추어 요한

지를 악하는 자동 반응이라 가정할 수 있다. 한,학습자들은 이때 자신이

학습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교과선호도와 내용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을 보니까 사회?지리?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난 사회 이런

거 싫어하는데...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P16)

에(고등학교 때)생물 안배웠거든요.(그림을 보니까)생물...

이런거더라고요...어렵겠구나..생각했죠.

(연구참여자 P02)

다른 그림은 별로던데...(그림을 가리키며)이 그림이 제일 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봤죠.

(연구참여자 P19)

맥락 악 읽기 패턴에서 학습자는 그림을 우선 으로 시선고정한 후 제목을

읽고,이어서 본문인 텍스트의 처음 두 문장을 읽었다.즉,그림,제목,본문의

첫 두 문장을 읽음으로서 체 인 내용의 방향성과 주제를 악하는 경향을

보 다.

그 다음은 본격 으로 내용을 읽는 행동을 보 다.본문의 단락이 끝날 때까

지 텍스트를 읽고 난 후 그림의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본 후 다시 나머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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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읽는 경향을 보 다.이후에 다시 그림의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행동

패턴을 보 다.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맥락 악 읽기 패턴의 텍스트 그림 읽기 과정

이 듯 학습자는 읽기 시작할 때,제목,텍스트의 한두 문장,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시선고정하여 체 인 내용의 요도,난이도,맥락을 악하면서 자신

이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 다.제목,텍스

트의 한두 문장,그림을 보면서 내용의 요도,난이도,방향을 악하여 자신

의 역량에 비추어 맥락이 어느 정도 악되면 본격 인 읽기 과정을 거치는 데

이때 단락을 기 으로 내용을 분할하여 읽은 후 이에 해 해당하는 부분의 그

림을 보면서 요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자료 1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학습자는 동일한 읽기 패턴을 보 다.

즉,처음에 제목,본문의 첫 문장의 주요 단어,그림 순으로 보면서 내용의

체 인 맥락을 악하고자 하 다.이때 내용 악이 덜 되었다고 느 기 때문

에 이 과정을 반복하여 내용의 방향, 요도,난이도 등의 맥락을 악하고자

하 다.이를 두 세 차례 반복한 후 본격 인 읽기를 진행하 다.즉,다음 문

장을 읽었으며,문장이 끝난 후 이해가 어려운 경우 그림을 보면서 해당 문장

을 이해하고자 하 다.그림을 보고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는 텍스트를 읽고 그

림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 다.단락이 끝난 경우 다시 복습하여 텍스트를 읽고,

그림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 다.

다음 단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텍스트를 읽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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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쳤다.모든 단락을 읽고,그림을 보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암기 이해하는 과정으로 종합하 다.

나.내용 이해 읽기 패턴

두 번째 읽기 패턴은 텍스트와 그림을 번갈아 읽으면서 참조하여 내용을

악하고 이해하는 패턴에 해당한다.이는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단락별로 끊어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은 후 그림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게이즈 랏(gazeplot)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왼

쪽 부분의 텍스트와 오른쪽의 그림이 여러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텍스트와 그림을 연결하는 선은 시선이 텍스트에서 그림,혹은 그림

에서 텍스트로 이동하 음을 보여 다.

[그림 Ⅳ-3]내용 이해 읽기 패턴의 시선고정

이를 시선고정한 순서 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에는 텍스트와 제목을

번갈아가면서 확인한 후 이후에는 텍스트와 그림을 계속 으로 참조하면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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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턴을 보 다.

내용 이해 읽기 패턴에서는 텍스트의 한 단락을 읽은 후 그림을 보면서 해당

단락에 한 이해를 완료한 후 다음 단락을 읽고 그에 한 그림을 보면서 두

번째 단락에 한 이해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읽어가는 것이다.텍스트와 그림

참조를 통한 내용 이해 읽기 패턴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빈번히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을 보 으며,시선을 고정한 시간도 상 으로 긴 것으로 나타

났다.

여러 학습자가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습자료

1에서는 페이지별 평균 14명의 학습자가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활용하 으며,

학습자료 2에서는 페이지별 평균 15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습

자가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활용하 다.이들은 텍스트와 그림을 번갈아 시선

고정하면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꾀하 다.

먼 텍스트를 읽고…( 략)…그림을 보면서 생각했던거랑 비교해보

고...그런데도 이해가 안가거나 잘 모르겠는 거는 다시 텍스트를 보

고 확인해요.

(연구참여자 P13)

이러한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개념 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4]내용 이해 읽기 패턴의 텍스트 그림 읽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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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내용 종합 읽기 패턴

세 번째 읽기 패턴으로 나타난 것은 텍스트를 모두 읽고 난 후에 그림에 시

선을 고정하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었다.이는 그림 심의

내용 정리 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 체 인 내용을 모두 읽고 난 후에 마지막

으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wrap-up)과정으로 진행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이 나타나는 학습자의 경우,연상하거나 종이에 실제 시각화하면서

텍스트를 읽는 편이었으며,텍스트를 읽고 난 후 그림을 보면서 자신이 이해한

것과 기억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편이었다.

(공부할 때)먼 텍스트를 읽어요.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

려요.여기서 나온 것처럼 치를 표시하는 거면 머릿속으로 지구를

그리고 선을 그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랑 비교해보고...그런데도 이해가 안가거나 잘 모르겠는

거는 다시 텍스트를 보고 확인해요.

(연구참여자 P13)

평소에도 공부할 때 막 쓰면서 하거든요.그림이라고 하긴 그

지만 (웃음)...표나 막 화살표 그려가면서...여기 나온 마지막 그림들...

인슐린 이런 거요.그건 당이 높을 때,낮을 때...머가 나오고,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이런걸 화살표로 이 게...(종이에 화살표로 선

형 과정을 표시하면서)...하면서 공부하거든요.그런데 이거 할 때 보

면서만 해야 해서 답답했어요.

(연구참여자 P22)

즉,텍스트를 충분히 읽은 후 이미지에 시선고정하면서 이해를 완료하려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다.그림 심의 내용 정리 패턴에서는 읽기 과정 후반에

이미지에 한 시선고정 횟수와 시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제

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통합하여 그래 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이때 이미지에 한 시선고정이 읽기 과정의 후반부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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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내용 종합 읽기 패턴에서의 읽기 시간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그림 심의 내용 정리 읽기 패턴을 사용한 학습자는 24명 학습자료 1의

페이지별 평균 7명,학습자료 2에서 페이지별 평균 8.67명으로 체 으로 연구

참여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림 심의 내용 정리 패턴을 도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6]내용 종합 읽기 패턴의 텍스트 그림 읽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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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

반 으로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그림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패턴

한 나타났다.이 패턴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학습자는 그림이 텍스트에 비해

상 으로 부수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주로 텍스트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맥락을 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보다 텍스트를 심으로 읽기를 진행하는 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에서

어느 부분을 시선고정하는지 게이즈 랏(gazeplot)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은 연구참여자 P02가 학습자료 1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제시되

는 첫 페이지의 읽기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주로 텍스트에 시선이 고정되면서

이미지에는 처음에 단 한 차례만 시선을 고정하 다.몇몇 학생들은 그림에는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거나 단지 몇 차례만 시선을 고정하고,주로 텍스트

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읽기 패턴을 보 다.

[그림 Ⅳ-7]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에서의 시선고정

이들은 텍스트를 우선 인 이해와 기억의 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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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라고 표 한 사후검사 등의 학습성과에 을 두는 학습자는 더욱 텍스

트를 학습 상으로 삼고 있었다.반면 그림에 해서는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

지 않아 가능한 텍스트를 읽는 데에 집 하고 있었다.

거의 텍스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그래서 그림은 안봤어요....( 략)

는 평소에도 그림을 잘 안 요.( 략)공부하면서 별로 크게 도움

이 되는 그림은....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P24)

아까 시험 본다고 하셨잖아요.주로 시험(문제)은 텍스트에서 나오니

까....그래서 텍스트만 읽었어요.그래도 다 알겠더라고요.

(연구참여자 P24)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체 으로 그림을 활용하는 편이었으나,이

학습자료 1에서는 페이지별 평균 2.33명,학습자료 2에서는 페이지별 평균 3.33

명이 활용하여 몇몇 학생은 그림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패턴들을 정리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에서의 시선

고정을 기록한 데이터 한 시선고정한 시간과 함께 무엇을 시선고정하 는지

표기하고,표기된 순서와 시선고정한 시간을 비하여 제목,본문 텍스트,이미

지,여백별로 차트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8]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에서의 각 요소별 시선고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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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이외의 요소인 제목,이미지,여백에 시선고정한 시간과 횟수는 매우

고, 부분의 시간을 본문 텍스트에 시선고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제

목의 경우 처음에 단지 한 차례 시선을 고정하 고,이미지와 여백은 읽기

반과 후반에 시선을 고정한 정도이다.읽기를 진행하는 처음부터 페이지에

한 읽기 종료까지 부분의 시선은 본문 텍스트에 수차례 고정되고 있었다.

즉,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을 보인 연구참여자 P02는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

면서 본문 텍스트를 바로 읽기 시작하 고,제목에 한 차례 시선고정한 후

곧 텍스트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학습하 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9]그림 비활용 읽기

유형의 시선응시 구성 도식

지 까지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읽는 순서와 과정을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에 따라 네 가지 읽기 패턴으로 탐색하 다.읽기 과정을 학습 기, 기,

후기로 구분하여 시각자료를 어느 단계에 활용하 는지에 따라 맥락 악 읽

기,내용 이해 읽기,그림 심의 내용 정리 패턴으로 구분하 다.아울러 시각

자료보다 텍스트에 비 을 두고 학습하는 패턴을 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으로

구분하 다.

텍스트와 시각자료에 한 네 가지 읽기 패턴을 탐색하 지만 각 패턴과 학

습자가 일 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학습자가 페이지마다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만 활용하기도 하고,동일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페이지마다 사용하는

읽기 패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즉,학습자는 어떤 결정 요인에

의해서 읽기를 시작할 때에 취해야 할 읽기 패턴을 달리 활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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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페이지를 읽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읽기 패턴을 활용하 다. 를

들어 동일한 학습자가 하나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세 가지의 읽기 패턴,즉,맥

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그림 심의 내용 정리 패턴을 보이기도 하 다.

그러나 해당 학습자가 다른 페이지를 읽을 때에는 그림 활용을 거의 하지 않고

텍스트 심 읽기로만 진행하기도 하 다.

학습자료 페이지별 읽기 패턴의 활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읽기 패턴

맥락

악

읽기

내용

이해

읽기

내용

종합

읽기

그림

비활용

읽기

학습

자료

1

활용

학생수
38 42 21 7

평균 12.67 14.00 7.00 2.33

학습

자료

2

활용

학생수
41 58 31 12

평균 8.33 15.00 8.67 3.33

체

활용

학생수
79 100 52 19

평균 15.00 19.75 10.38 3.88

<표 Ⅳ-1>학습자료 페이지별 읽기 패턴 활용 빈도(단 :명)

체 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림을 참조하는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으로 19.75명의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으면

서 그림을 참조하는 읽기 패턴을 보 으며,읽기 시작하면서 그림과 텍스트를

번갈아 시선이동하면서 맥락을 악하는 읽기 패턴을 평균 15명 정도가 보

다.그림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패턴은 평균 10.38명이 활용하

으며,그림을 의미 있게 활용하지 않는 학생이 평균 3.89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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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소별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을 때 어떤 순서와 과정으로 학습자료의 요소별로 시

선고정하는지를 순차분석(SequentialAnalysis)하 다.이 분석을 해 제목,텍

스트,그림,여백 의 요소1에서 어느 요소2로 이동하 는지를 표기하 다.아

울러 산출한 빈도를 바탕으로 변환확률(TransitionalProbability)을 계산하 다.

제목,텍스트,그림,여백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

확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요소1

제목 281 180 34 194

텍스트 187 28,442 1,301 1,397

그림 52 12,66 8,134 266

여백 148 1,380 308 2,170

<표 Ⅳ-2>학습자료의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단 :횟수)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요소1

제목 .41 .26 .05 .28

텍스트 .01 .91 .04 .04

그림 .01 .13 .84 .03

여백 .04 .34 .08 .54

<표 Ⅳ-3>학습자료의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

(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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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그림에서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변환확

률이 높은 것인데, 선인 경우는 10% 미만의 확률을 지닌다. 한 이탤릭체로

표기한 수치는 10% 이상의 확률을 지닌 것이며,볼드체로 표기한 수치는 30%

이상의 확률을 표 한 것이다.

[그림 Ⅳ-10]제목,텍스트,그림,여백의 요소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요소1에서 요소2로 시선이 이동하는 변환확률은

동일한 요소로 이동하는 확률이 가장 컸다.텍스트를 심으로 변환확률을 살

펴보면,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이 91%로 매우 컸으며,나

머지 9%는 그림과 여백으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각 4%,제목으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1%로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그림을 심으

로 변환확률을 살펴보면,그림에서 그림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이 84% 이

었으며,나머지 16% 13%는 그림에서 텍스트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이었

다.즉,동일한 요소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을 제외하면,제목,그림,여백 모두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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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두 번째로 많아 텍스트가 심이 되면서 요소 간

시선이동의 매개가 되고 있다.

3)텍스트와 시각자료에 학습자가 시선을 고정하는 정도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읽을 때에 어떠한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는지를 살펴보

기 하여 제목,본문 텍스트,그림,여백에 해 각각 시선고정하는 시간을 산

출하 다.아울러 처음 시선을 고정하기 까지 걸린 시간에 해서도 살펴 으

로써 어떤 요소를 우선시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

가.시선고정 시간 횟수

학습자들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24명 체의 평균 시선응시 시간을 산출하 다.첫 번째 학습자료의 경우

여백 이외의 부분에 시선을 응시한 시간은 47.22ms인데,그 텍스트를

34.93ms으로 약 74% 정도 텍스트를 시선을 고정하는 데에 시간을 소요하 다.

그림의 경우는 11.14ms으로 약 23.6% 정도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을 쓰는 것으

로 나타났다.학습자료 2에서도 여백 이외의 부분에 시선을 응시하는 시간이

총 69.04ms 는데,이 텍스트에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은 46.26ms로 약 67%

으며,그림에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은 22.23ms으로 약 32.2% 다. 체 으

로는 여백 이외의 부분에 시선을 응시하는 시간이 58.13ms 으며,텍스트에 시

선을 응시하는 시간은 이 40.59ms으로 약 69.8%,그림에 시선을 응시하는

시간은 16.68ms으로 약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3 -

항목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체평균

제목 1.15 0.55 0.85

텍스트 34.93 46.26 40.59

그림 11.14 22.23 16.68

여백 이외의 부분 합 47.22 69.04 58.13

여백 4.19 6.57 5.38

<표 Ⅳ-4> 체 평균 시선고정 시간(단 :ms)

이와 함께 시선을 고정하는 횟수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체 으로 여백 이외의 부분에 시선을 응시하는 횟수는 페이지별 평균 284.64

회 다.학습자료 1의 경우는 페이지 당 평균 229.49회,학습자료 2의 경우는

페이지 당 평균 339.79회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텍스트에 한 시

선고정 횟수는 체 으로 평균 204.35회 다.이는 체 평균 284.64회 약

71.8%에 해당하는 수치 으며,학습자료 1에서 본문 텍스트에 시선을 고정하는

횟수는 체 평균 171.69회로 약 74.81%,학습자료 2는 체 평균 237.01회로

약 69.75%에 해당하 다.

항목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체평균

제목 5.72 2.88 4.30

텍스트 171.69 237.01 204.35

그림 52.07 99.90 75.98

여백 이외의 부분 합 229.49 339.79 284.64

여백 21.64 34.28 27.96

<표 Ⅳ-5> 체 평균 시선고정 횟수(단 :회)

시선고정 횟수 비 시선고정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즉, 체 으로

1회 시선을 고정할 때 평균 으로 약 0.19∼22ms시선고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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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 기 때문에 시선고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오랫동안 시선고정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그런데 본문 텍스트에 해 1회 시선을 고정할 때 평균 으로

0.20ms시선고정하는 데에 비해 그림의 경우 약 0.22ms시선을 고정하여 평균

으로 시선고정 횟수 비 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체평균

제목 0.20 0.19 0.20

텍스트 0.20 0.20 0.20

그림 0.21 0.22 0.22

여백 이외의 부분 합 0.21 0.20 0.20

여백 0.19 0.19 0.19

<표 Ⅳ-6>시선고정횟수 비 시선응시시간(단 :ms)

나.첫 시선고정 상

아래의 표는 본문 텍스트나 그림 등에 페이지별로 시선고정하기까지 걸린 시

간을 표시한 것이다.즉,숫자가 작을수록 시선을 빨리 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체 으로는 학습자들이 본문 텍스트나 그림에 시선을 먼 고정하는 경

향을 보 다.이후에 제목,여백 순으로 시선고정하 다.

항목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체 평균

제목 7.99 0.18 4.08

텍스트 4.70 0.23 2.46

그림 5.27 0.19 2.73

여백 이외의 부분 합 17.96 0.59 9.28

여백 9.34 0.20 4.77

<표 Ⅳ-7>페이지별 시선고정까지 걸린 시간(단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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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학습자료를 읽기 시작할 때 무엇을 우선 으로 보는 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텍스트 심으로 읽기를 시작하는 학습자와

시각자료로 체 인 내용을 악하고 읽기를 시작하는 학습자의 두 가지 읽기

방식이 나타났다.텍스트 보다 시각자료를 먼 시선 응시하는 학생은 24명

11명이었다.나머지 13명은 시각자료나 다른 부분 보다 텍스트의 본문을 먼

집 으로 읽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 다.

아래의 표는 텍스트를 먼 읽는 학습자와 그림을 먼 시선고정하는 학습자

사이에 텍스트와 그림에 해 처음 시선응시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표시한 것이

다.이때 텍스트를 우선 으로 시선고정하는 집단은 그림을 보기까지 두 배 이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그림을 우선 으로 시선고정하는

집단은 텍스트를 보기까지 2.4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명) 텍스트 그림

텍스트 우선 집단 13.00 11.22 23.07

그림 우선 집단 11.00 17.57 7.24

체 24.00 14.40 15.15

<표 Ⅳ-8>텍스트와 그림에 해 시선고정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단 :ms)

4)학습자특성별 읽기 패턴 시선고정 시간

이러한 읽기 패턴과 시선고정시간이 학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하여 비모수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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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습자의 성별과 읽기 패턴 활용 시선고정시간

성별에 따라 학습자료 읽기 패턴을 활용하는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하여 Mann-Whitney비모수 검정을 실시하 다.그 결과,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여학생과 남학생이 읽기 패턴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읽기 패턴 활용 개수 순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합계

낮은 시각화경향성 집단 11.81 9.06 9.56

높은 시각화경향성 집단 12.84 14.22 13.97

Mann-Whitney의 U 58.50 36.50 40.50

Wilcoxon의 W 94.50 72.50 76.50

Z -.35 -1.71 -1.45

근사 유의확률(양측) .73 .09 .15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74 .09 .15

<표 Ⅳ-9>성별에 따른 학습자 읽기 패턴 활용 평균 순

Man-Whitney검정 결과

Mann-Whitney비모수 검정 결과,성별에 따라 학습자료에 포함된 텍스트,

그림,여백에 한 시선고정 시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제목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즉,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제목을 시선

고정하는 시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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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남 6.29 12.75 10.88 12.13

여 13.93 12.38 13.31 12.69

Mann-Whitney의 U 16.00 62.00 51.00 61.00

Wilcoxon의 W 44.00 198.00 87.00 97.00

Z -2.57 -.12 -.80 -.18

근사 유의확률(양측) .01* .90 .43 .85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01** .93 .45 .88

<표 Ⅳ-10>성별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의 평균 순 Man-Whitney검정

결과

나.시각화경향성과 학습자의 읽기 패턴 활용 시선고정 시간

시각화경향성에 따라 학습자가 활용하는 읽기 패턴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시각화경향성 수의 수인 70.50 을 심으로 두 집단으

로 구분한 후 읽기 패턴의 활용 개수에 해 Mann-Whitney비모수 검정을 실

시하 다.그 결과 시각화경향성 검사 수에 따른 읽기 패턴 활용 개수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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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읽기 패턴 활용 개수 순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합계

낮은 시각화경향성 집단 12 11.38 11.71

높은 시각화경향성 집단 13 13.63 13.29

Mann-Whitney의 U 66.00 58.50 62.50

Wilcoxon의 W 144.00 136.50 140.50

Z -.36 -.79 -.55

근사 유의확률(양측) .72 .43 .58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76 .44 .59

<표 Ⅳ-11>시각화경향성에 따른 학습자 읽기 패턴 활용 평균 순

Man-Whitney검정 결과

마찬가지로 시각화경향성에 따라 학습자료에 포함된 제목,텍스트,그림,여

백에 한 시선고정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시각화경향성

수의 수인 70.50 을 심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 다.구분된 집단에

하여 Mann-Whitney비모수 검정을 실시하 다.그 결과,시각화경향성 검사

수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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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낮은 시각화경향성 집단 9.75 12.92 13.17 13.17

높은 시각화경향성 집단 13.6 12.08 11.83 11.83

Mann-Whitney의 U 39.00 67.00 64.00 64.00

Wilcoxon의 W 117.00 145.00 142.00 142.00

Z -1.39 -.29 -.46 -.46

근사 유의확률(양측) .17 .77 .64 .64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18 .80 .67 .67

<표 Ⅳ-12>시각화경향성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의 평균 순 Man-Whitney

검정 결과

시각화경향성의 하 요인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Mann-Whitney비모수 검

정한 결과,제목,텍스트,그림,여백의 시선고정 시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사 사후검사 수와 학습자의 읽기 패턴 활용 시선고정 시간

사 사후검사 수에 따라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활용하는 읽기 패턴의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사 검사 수는 수인 11.0 을 심

으로 두 집단으로,사후검사 수는 12 ,13 ,14 그 로 각 집단으로 구분

하여 구분된 집단에 한 비모수검정을 실시하 다.사 검사 수의 집단별 학

습자 읽기 패턴 활용은 Mann-Whitney비모수 검정을 실시하 고,사후검사

수의 집단별 학습자 읽기 패턴 활용에 해서는 Kruskal-Wallis검정을 실시하

다.그 결과,사 사후검사 수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활용하는 읽기 패

턴의 개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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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항목

읽기 패턴 활용

학습자료 1 학습자료 2 합계

사

검사

수

낮은 사 검사 수 집단 13.65 13.88 13.91

높은 사 검사 수 집단 9.71 9.14 9.07

Mann-Whitney의 U 40.00 36.00 35.50

Wilcoxon의 W 68.00 64.00 63.50

Z -1.27 -1.52 -1.54

근사 유의확률(양측) .20 .13 .12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23 .15 .13

사후

검사

수

낮은 사후검사 수 집단 3 3 3

간 사후검사 수 집단 13 13 13

높은 사후검사 수 집단 8 8 8

카이제곱 2.27 .40 .82

자유도 2 2 2

근사 유의확률 .32 .82 .67

<표 Ⅳ-13>사 사후검사 수에 따른 읽기 패턴 활용의 평균 순

비모수검정

마찬가지로 사 사후검사 수에 따라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활용하는

읽기 패턴의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사 사후검사 수로 구분한 집단의 시선고정시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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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항목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사

검사

수

낮은 사 검사 수 집단 8.78 9.10 9.70 8.80

높은 사 검사 수 집단 6.83 8.86 8.00 9.29

Mann-Whitney의 U 20.00 34.00 28.00 33.00

Wilcoxon의 W 41.00 62.00 56.00 88.00

Z -.83 -.10 -.68 -.20

근사 유의확률(양측) .410 .92 .50 .85

정확한 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46 .96 .54 .89

사후

검사

수

낮은 사후검사 수 집단 8.50 9.33 17.00 9.33

간 사후검사 수 집단 13.46 14.54 13.08 15.38

높은 사후검사 수 집단 8.71 10.38 9.88 9.00

카이제곱 2.90 2.41 2.40 4.73

자유도 2 2 2 2

근사 유의확률 .23 .30 .30 .09

<표 Ⅳ-14>사 사후검사 수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의 평균 순 비모수검정

2.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자료

읽기 패턴

1)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시선고정 순서 과정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읽기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련성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학습할

수 있게 하 다.연구참여자가 학습하는 동안 시선추 신호를 받아 기록된 데

이터 시선고정(fixations)만 추출하여 분석하 다.연구참여자별로 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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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페이지별 시선고정시간을 비교하 으며,그 데이터를 추려서 어떤 요소를

시선고정하 는지와 얼마간의 시간 동안 시선고정하 는지를 정리하여 련성

구분에 따른 페이지별로 그래 를 그려보았다.

가.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읽기 패턴

이 하나의 를 통해 그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아래의 그림은 제목,본

문 텍스트,이미지,여백별로 읽기 시간에 따라 연구참여자 P19가 시선고정한

시간을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제목에 해서는 학습자가 기에 몇 차례 시

선고정한 후 다시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며,텍스트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

지 지속 으로 읽은 경향을 보 다.읽는 간에 텍스트와 이미지에 모두 빈번

하게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의 각 요소별

시선고정시간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에 시선고정한 시간을 하나의 그래 로 합쳐

그리면 다음의 [그림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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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한 시선고정 시간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번

갈아 시선고정하면서 읽기를 진행하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났다.

나.텍스트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읽기 패턴

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 한 제목,

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별로 그래 로 나타내었다.이때 필수불가결한 그림

이 포함된 페이지에 한 시선고정의 와 용이한 비교를 해 연구참여자 P19

의 시선고정시간을 활용하 다.

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이 포함된 페이지에서의 시선고정은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한 시선고정과 유사한 시간 분포를 보 다.제목의

경우 읽기 기에 몇 차례 시선고정한 후 제목에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며,

텍스트에는 지속 으로 시선고정하면서 읽기를 진행했고,이미지는 간 간

에 시선을 고정하 다.즉,텍스트와 이미지를 번갈아 시선고정하면서 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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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의 각

요소별 시선고정시간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에 시선고정한 시간을 하나의 그래 로 합쳐

그리면 다음과 같다.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도 학습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번갈아

시선고정하면서 읽기를 진행하 다.

[그림 Ⅳ-14]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한 시선고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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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읽기 패턴

다음의 그림은 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시선고정한 시간

을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별로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이때 필수불

가결한 그림,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한 시선고정의

와 차이를 쉽게 악하기 해 연구참여자 P19의 시선고정시간을 활용하여 제

시하 다.

필수불가결한 그림이나 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의 시선

고정과는 달리 이미지에 한 시선고정 빈도가 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5]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의 각 요소별

시선고정시간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에 시선고정한 시간을 하나의 그래 로 합쳐

그리면 다음과 같다.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그

림이나 텍스트에 부가 인 이미지가 포함된 페이지와 달리 텍스트와 이미지를

번갈아 시선고정하는 행 가 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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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 한 시선고정 시간

라.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그림과 읽기 패턴

앞서 분류한 네 가지 읽기 패턴을 기 으로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텍스트

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별로 다음

의 <표 Ⅳ-15>와 같이 읽기 패턴을 활용하 다.

구분

읽기 패턴

합계
맥락

악

읽기

내용

이해

읽기

내용

종합

읽기

그림

비활용

읽기

필수불가결한

그림
12 17 7 2 38

부가 그림 12 18 7 1 38

장식 그림 14 7 7 4 32

합계 38 42 21 7 108

<표 Ⅳ-15> 련성에 따른 그림별 읽기 패턴 활용 빈도(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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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불가결한 그림과 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을 포함한 페이지는 유사한 읽

기 패턴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장식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가 하게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림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세 종류의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 상 으

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을 때 어떤 순서

와 과정으로 학습자료의 요소별로 시선고정하는지를 순차분석(Sequential

Analysis)하 다.이 분석을 해 제목,텍스트,그림,여백 의 요소 1에서 어

느 요소 2로 이동하 는지를 빈도로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환확률

(TransitionalProbability)을 계산하 다.아울러 이를 도표로 표 하여 요소 간

의 계를 탐색하고자 하 다.

그 결과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그림,텍스트 부

가 인 그림,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 모두 동일한 요소를 이어서 시선고정하

는 경우의 확률이 높았다. 한 텍스트를 심에 두고 제목,그림,여백에 시선

고정한 후 텍스트로 시선이동하는 확률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그림에서 텍스트로 시선이 이동하는 확률은 필수불가결한 그림에서 가장 높았

으며,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에서는 여백과의 시선이동 확률이 다른 종류의

그림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자료에 포함된 제목,텍스트,그림,

여백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확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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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합계

요소 1

제목 78 40 5 15 139

텍스트 37 5,127 332 193 5,689

그림 5 337 1,307 44 1,693

여백 12 187 49 257 505

합계 134 5,691 1,693 509 8,027

<표 Ⅳ-16>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단 :횟수)

구분
요소 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요소 1

제목 .57 .29 .04 .11

텍스트 .01 .90 .06 .03

그림 .00 .20 .77 .03

여백 .02 .37 .10 .51

<표 Ⅳ-17>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을 살펴보

면,동일한 요소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가장 컸다.즉,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은 90%로 가장 높았으며,그림에서 그림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은 77%,제목에서 제목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은 57%,여백에서

여백으로의 변환확률은 51% 다.그림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확률은 20% 으

며,제목에서 텍스트는 29%,여백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확률은 37%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텍스트를 심에 두고 요소 간 시선이동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반면,그림에서 제목으로 시선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0%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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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은 확률을 보 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7]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제목,텍스트,그림,여백의

요소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나.텍스트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자료에 포함된 제목,텍스트,

그림,여백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확률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의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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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합계

요소1

제목 57 29 8 14 109

텍스트 27 3,861 258 137 4,283

그림 9 241 1,251 46 1,547

여백 11 144 41 138 334

합계 106 4,275 1,558 335 6,273

<표 Ⅳ-18>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단 :횟수)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요소1

제목 .53 .27 .07 .13

텍스트 .01 .90 .06 .03

그림 .01 .16 .81 .03

여백 .03 .43 .12 .41

<표 Ⅳ-19>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을 살

펴보면,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소

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가장 컸다.즉,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변환확

률은 90%로 가장 높았으며,그림에서 그림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은 81%,

제목에서 제목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은 53%,여백에서 여백으로의 변환확

률은 41% 다.그림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확률은 16% 으며,제목에서 텍스

트는 27%,여백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확률은 43%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텍스트를 심에 두고 요소 간 시선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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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8]텍스트에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제목,텍스트,그림,

여백의 요소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앞서 기술한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빈도 변환확률

과 비교해보면, 체 인 시선이동 횟수가 8,027회에서 6,273회로 1,754회 정도

었으며,특히,그림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빈도는 337회에서 241회로 96회

정도 시선이동 횟수가 어져,약 4% 정도의 변환확률이 어졌다.

다.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자료에 포함된 제목,텍스

트,그림,여백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확률을 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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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때 체 인 시선이동 횟수가 필수불가결한 그림에서

는 8,027회,텍스트 이해를 돕는 그림에서는 6,273회로 나타났으나,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에서는 3,347회로 나타나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

비 4,680회,텍스트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 비 2,926회 정도 시

선이동하는 횟수가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합계

요소1

제목 73 42 5 38 159

텍스트 36 2,064 79 137 2,316

그림 13 72 303 24 412

여백 37 129 30 263 459

합계 161 2,307 417 462 3,347

<표 Ⅳ-20>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단 :횟수)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요소1

제목 .46 .27 .03 .24

텍스트 .02 .89 .03 .06

그림 .03 .17 .74 .06

여백 .08 .28 .07 .57

<표 Ⅳ-21>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을

살펴보면,앞의 두 종류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소로 이동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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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확률이 가장 컸다.즉,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은 89%로 가

장 높았으며,그림에서 그림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은 74%,제목에서 제목

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은 46%,여백에서 여백으로의 변환확률은 57%

다.그림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확률은 17% 으며,제목에서 텍스트는 27%,

여백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확률은 28%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텍스트를 심에 두고 요소 간 시선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러나 앞

서 기술한 필수불가결한 그림,텍스트 부가 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의

변환확률과 비교해보면,제목에서 여백으로 이동하는 빈도와 확률,여백에서 그

림으로 이동하는 빈도와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텍스트의 심성이 약화

되고 여백으로 혹은 여백에서의 이동 확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9]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제목,텍스트,그림,

여백의 요소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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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시선고정 시간 횟수

텍스트와 이미지를 번갈아 시선고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그림이나 텍스트

부가 인 그림에 비해 련 없는 그림에서는 훨씬 게 나타났는데,이와 더불

어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에 한

시선고정시간이 다른 페이지에 비해 하게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다

음의 <표 Ⅳ-22>로 정리하 다.<표 Ⅳ-22>는 각 페이지에서 제목,본문 텍스

트,이미지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구분

필수불가결

한 그림

페이지

텍스트

부가 인 그림

페이지

련 없는

그림

페이지

평균

시선고정시간 68,733 34,513 10,562 37,936

<표 Ⅳ-22>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시선고정 시간 시 (단 :ms)

학습자는 련성이 높은,다시 말하면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일

수록 해당 그림을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 으며,이와 더불어 텍스트를 읽는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반 로 텍스트의 내용과 련이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의 경우 그림 뿐 아니라 텍스트에 해서도 다른 페이지

에 비해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을 게 사용하 다.

다음의 표는 세 가지 련성에 따른 그림이 들어간 페이지별로 평균 인 시

선응시 시간을 정리한 것이다.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여백을 제외한 제목,본문

텍스트,그림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을 보면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

지에서 65.87ms로 가장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의 경우 제목,본문 텍스트,

그림에 소요한 시간이 약 23.63ms로 필수불가결한 그림에 비해 사용한 시간이

하게 었다.즉,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 시선을 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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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 시선응시한 시간보다 약 2.8배 정

도 더 학습자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 한 시선응시 시간을 비교해보면,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들어

간 페이지에서는 그림에 해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약 3.37ms로 다른 페이

지에 비해 약 4분의 1수 으로 게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어떤 그

림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텍스트에 한 읽기 시간에 차이를 보 는데,필수

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경우 텍스트를 평균 으로 49.26ms읽는 반면,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의 텍스트에 시선응시한 시간은 평균 18.85ms로 나

타났다.이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은 텍스트에 한 읽기 시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련성이 높을수록 텍스트를 읽는 시간이 많아지는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필수불가결

한 그림

텍스트 부가

그림

련 없는

그림

체

평균

제목 1.21 0.84 1.41 1.15

텍스트 49.26 36.67 18.85 34.93

그림 15.40 14.63 3.37 11.14

여백 이외의 부분 합 65.87 52.14 23.63 47.22

여백 5.06 3.50 3.99 4.19

<표 Ⅳ-23>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시선고정 시간(단 :ms)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시선고정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해 Fried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련성에 따라 시선고정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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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수불가결

한 그림

텍스트

부가 그림

련 없는

그림
Χ2 p

제목 1.81 1.77 2.42 7.25 .03*

텍스트 2.79 2.08 1.13 33.58 <.00**

이미지 2.52 2.23 1.25 21.50 <.00**

여백 2.33 1.67 2.00 5.33 .07

<표 Ⅳ-24>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Friedman검정 결과

시선고정 시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에 따라 페이지별로 시

선고정 횟수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아래의 표는 이를 평균 인 시선고정 횟

수를 정리한 것이다.그 결과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 여백을

제외한 제목,본문 텍스트,그림에 한 시선응시 횟수는 평균 약 315.62회 다.

이에 반해 텍스트와 련이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평균 122.04회로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되었을 경우 련 없는 그림에 비해 2.6배 정도 더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림이 텍스트와 련성이 높을수록 그림을 시선응시하는 횟수가 많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그림에

한 시선응시 횟수가 평균 70.96회인데 반해, 련이 없는 그림은 17.67회로

나타났다.게다가 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이 낮은 경우,텍스트에 한 내용도

다른 페이지에 비해 시선고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텍스트에 한 시선고

정 횟수를 보면 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평균 238.83회 시선

을 고정하는 반면,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평균 97.62회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필수불가결한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 시선을

고정하는 횟수가 련 없는 그림이 포함된 페이지에서의 시선응시 횟수보다 그

림에서는 약 4배 이상,텍스트에서는 2.4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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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수불가결한

그림

텍스트 부가

그림

련 없는

그림

체

평균

제목 5.83 8.42 6.75 7.00

텍스트 238.83 174.79 97.62 170.41

그림 70.96 67.58 17.67 52.07

여백 이외의 부분 합 315.62 250.79 122.04 229.48

여백 25.04 17.38 22.50 21.64

<표 Ⅳ-25>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시선응시횟수(단 :회)

련성이 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림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심으로 읽다가 반 이후에는 상 으로 앞부분에 비해 띄엄띄엄

읽는 경향을 보 다.다음의 두 가지 히트맵(heatmap)을 살펴보면 여러 번 시

선응시한 표시인 붉은 색이 쪽 부분에 있는 것에 비해 아랫부분은 붉은 색이

없고 연두색이나 노란색 부분도 윗부분에 비해 게 나타났다.

[그림 Ⅳ-20] 련 없는 그림일 경우의

히트맵
[그림 Ⅳ-21]그림이 없는 경우의 히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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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고정 시간과 횟수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그림이나 텍스트의 이해를 돕

는 그림이 포함된 쪽에서는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를 빈번하게 번갈아 보고,더

오랫동안 시선고정하고,더 빈번히 시선고정하 다.이에 반해 련 없는 그림

이 포함된 쪽에서는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를 번갈아 가면서 시선고정하지 않

고,이미지에 해 시선고정하는 시간이 훨씬 었으며,몇 차례 시선고정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후보고와 인터뷰 결과에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련성이 높은 그림은 요한 내용에 삽입될 것이라는 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본문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 높을수록 요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그 기 때문에 련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그림이 사용된 에서는 을 읽는 시간이 다른 페이지나 내용에 한 읽기 시

간 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하는 페이지를 가리키며)이 부분은 그림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데 들어갔더라고요.보통 요한 부분에 좋은 그림을 넣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읽고 다시 보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P10)

( 련 없는 그림은)안 요한 것 같더라고요.그 앞의 두 개 보다....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P07)

둘째, 련 없는 그림의 경우는 인지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

문이다. 련 없는 그림이 있을 경우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때에 오히려 이해

를 방해할 것을 방지하려고 그림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 그림...잘못된 것 아니에요?읽다가 (그 그림을 보면)헷갈릴 것

같아서 아 안봤어요. 련 없지 않았나 싶어서 의아했어요.지

내가 뭘 읽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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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우리나라 지도는( 련 없는 그림)...그럼 지역 에....그 게 하면 되

나?...이 게 련지어 보려고 계속 생각했어요.두세번 본 것 같아

요.그런데 상 없더라고요.( 련 없는 그림이)방해가 되지는 않았

는데,굳이 넣어야 했나...

(연구참여자 P23)

련 없는 그림에 해서는 읽기자료 학습 이후에 그림을 떠올리지 못하는

학습자도 있었다.즉, 련 없는 그림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림이)기억나는데,두 번째 그림(필수불가결한 그림)이 가장 잘

떠오르고 세 번째 그림( 련 없는 그림)은 잘 생각이 안나요.

(연구참여자 P08)

3.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 패턴

이 연구에서는 시각자료 제시 략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 패턴을 탐색하기

하여 시각자료의 텍스트에 한 등가성을 가정한 원리를 용하 다.즉,텍

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

한 그림,텍스트 비 이후에 다루어질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그림의 세 가지

제시 방식에 따라 학습자 읽기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 다.이를 해

시선운동에서 시선이 고정되는 순서와 과정,시선이 고정되는 시간과 횟수에

해 살펴보았다.



- 130 -

1)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시선고정 순서 과정

시각자료 제시 략에 따라 학습자의 시선고정 순서와 과정이 어떠한지 탐색

하기 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두 번째 학습자료를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첫 번째 집단인 8명의 연구참여자에게는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

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하 고,두 번째 집단인 8명에게는 텍스트 비 등가 정

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하 으며,마지막 집단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8명에게는 텍스트 비 이후에 다루어질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그림을 제공하

다.그리고 각 집단별로 제시된 세 가지 시각자료 제시 략에 따라 학습자

읽기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 다.

이는 앞서 학습자의 읽기 패턴과 텍스트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읽기

패턴을 검토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연구참여자의 시선운동에서 시선이 고정된

순서 로 상을 정렬하여 이에 한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 다.

가.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 제공에서의 읽기

아래의 그림은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빈번히 시선고정하 는지를 히트맵(heatmap)으로 표시한 그

림이다.이때 시선고정된 부분이 붉은 색으로 표시될수록 빈번하게 시선을 고

정한 부분이다.반면에 연두색이나 하얀색일수록 덜 시선을 고정한 부분이며,

색이 흐려질수록 시선고정 횟수가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22]의 히트맵에 따르면,첫 번째 집단인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는 본문 텍스트 간 부분과 그림의 오른쪽

상단 부분을 가장 많이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에서 가장 시선이 빈

번하게 고정된 부분은 빈칸으로 표시하여 주의(attention)를 안내한 부분에 해

당한다.아울러 본문 텍스트에서 시선을 가장 빈번하게 고정한 부분 한 안내

된 주의(guidedattention)의 그림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시한 부

분이다.즉,학습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빈칸으로 표시하여 요한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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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안내한 곳을 학습자들을 빈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선을 고정하 으

며,학습자의 주의를 안내한 부분에 해당하는 텍스트 한 가장 빈번하게 시선

을 고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2]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의 시선고정 히트맵(heatmap)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 제목,본문 텍스

트,이미지,여백 어느 부분에 시선을 오랫동안 고정하는지,어떤 순서로 시

선을 고정하는지를 탐색하기 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목,본문 텍스트,이미

지,여백에 한 시선고정 시간을 순서 로 표시하 다.

그 결과 앞서 탐색한 읽기 패턴과 같이 기에 제목,이미지,텍스트를 번갈

아 시선고정하면서 맥락을 악하고 텍스트를 읽다가 이미지를 보면서 텍스트

와 이미지를 번갈아 시선고정하여 참조하면서 정신모형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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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의 요소별 시선고정시간

시선을 고정한 순서와 과정을 탐색하기 하여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

여백의 네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시선고정시간을 통합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4]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의 시선고정 순서 시간



- 133 -

이에 해 본문 텍스트 어느 부분을 유심히 읽었는지,그림에서도 주의를

안내한 빈칸 부분에 해 시선을 고정하 는지 면 히 확인하기 해 텍스트

체,주제 문장,이미지 체,빈칸으로 표시한 안내 주의 부분에 한 시선

고정 순서와 시간을 검토하 다.이를 그래 로 표시한 것이 [그림 Ⅳ-25]에 해

당한다.텍스트와 주제문장에 한 그래 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간 간 주

제문장 이외의 문장을 읽기도 하 으나 주제문장에 해 빈번히 시선고정한 것

을 알 수 있다.아울러 그림에서도 빈칸에 해당하는 안내 주의 부분을 그림

의 다른 부분에 비해 여러 차례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5]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주제부분 시선고정시간

나.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 제공

두 번째로 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의 학

습자 읽기 패턴이 어떠한지,어느 부분을 가장 빈번히 시선고정하 는지 확인

하기 하여 히트맵으로 표시한 차트를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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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한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 본

문 텍스트 간 부분과 그림의 오른쪽 상단 부분을 가장 많이 시선고정한

것에 비해 상 으로 그림의 여러 부분을 가장 빈번하게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문 텍스트는 특별히 빈번하게 시선고정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반복 으로 읽기보다 체 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읽는 데에 주력하 음

을 알 수 있다.

즉,학습자는 빈칸으로 표시된 안내 주의 부분이 제공되지 않은 학습자료

를 읽을 때에 특정 부분에 시선을 반복 으로 고정시키기보다 본문 텍스트와

그림 모두 체 인 이해에 을 두고 있었다.

[그림 Ⅳ-26]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의 시선고정 히트맵

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여백 어느 부분에 시선을 오랫동안 고정하는지,어떤 순서

로 시선을 고정하는지를 탐색하기 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목,본문 텍스트,

이미지,여백에 한 시선고정 시간을 순서 로 표시하 다.

그 결과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 비해 어느

부분에 한 시선고정시간을 확장시키기보다 체 인 텍스트와 이미지에 해

빈번하게 시선고정하면서 두루두루 시선을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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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 비해 텍스트 등가의 정

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 반복 시선고정 보

다 체 인 이해에 을 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Ⅳ-27]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의 요소별 시선고정

시선을 고정한 순서와 과정을 탐색하기 하여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

여백의 네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시선고정시간을 통합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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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의 시선고정 순서 시간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텍

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도 본문 텍스트

어느 부분을 유심히 읽었는지,그림에서도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

함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 주의를 안내한 빈칸 부분으로 표시한 주요 부분에

해 시선을 고정하 는지 확인하기 해 텍스트 체,주제 문장,이미지 체,

빈칸으로 표시한 그림의 주요 부분에 한 시선고정 순서와 시간을 검토하

다.이를 그래 로 표시한 것이 [그림 Ⅳ-29]이다.

텍스트와 주제문장에 한 그래 를 비교하고 이미지와 그림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주제문장이나 그림의 주요 부분에 비해 텍스트와 이미지 체에

해 골고루 시선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주제문장

이나 그림의 주요 부분을 반복 으로 시선고정하기보다 체 인 내용을 살피

고 있음을 보여 다.



- 137 -

[그림 Ⅳ-29]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주제부분 시선고정시간

다.텍스트 비 과정보 포함 그림 제공

마지막 집단에는 텍스트 비 이후에 다루어질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과정보

의 그림이 제공되었다.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의 학

습자는 어느 부분을 가장 빈번히 시선고정하 는지,어떤 순서로 시선을 고정

하 는지 확인하기 하여 마찬가지로 히트맵(heatmap)으로 표시한 그림을 확

인하 다.

그 결과 텍스트 비 등가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본문 텍스트의 반 인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그

림에서 시선을 고정한 횟수를 살펴보면,텍스트에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

이 아니라 텍스트에 나오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그림의 부분을 가장 빈번하게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텍스트 비 과정보가 포함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 학습자는 본문 텍

스트의 특정 부분을 반복 으로 읽기보다 텍스트의 체 인 내용 이해에

을 두고 읽는 경향을 보 으며,그림에서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

운 정보를 찾아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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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의

시선고정 히트맵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 제목,본문 텍스트,이

미지,여백 어느 부분에 시선을 오랫동안 고정하는지,어떤 순서로 시선을

고정하는지를 탐색하기 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

여백에 한 시선고정 시간을 순서 로 표시하 다.

그 결과 텍스트 비 등가 정보를 포함한 그림 제공 집단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한 시선고정시간을 늘이기보다 체 인 텍스트와 이미지에 해 빈

번하게 시선고정하면서 두루두루 시선을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텍스

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는 텍스트 비 등가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특정 부분에 한 반복 시선고정

보다 체 인 이해에 을 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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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의

요소별 시선고정

시선을 고정한 순서와 과정을 탐색하기 하여 제목,본문 텍스트,이미지,

여백의 네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시선고정시간을 통합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32]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의 시선고정

순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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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도 학습자가 학습자료

를 읽을 때 본문 텍스트 어느 부분을 유심히 읽었는지,그림에서도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함 그림이 제공된 집단에서 주의를 안내한 빈칸 부분

으로 표시한 주요 부분에 해 시선을 고정하 는지 확인하기 해 텍스트

체,주제 문장,이미지 체,빈칸으로 표시한 그림의 주요 부분에 한 시선고

정 순서와 시간을 검토하 다.이를 그래 로 표시한 것이 [그림 Ⅳ-33]이다.

텍스트와 주제문장에 한 그래 를 비교하고 이미지와 그림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주제문장이나 그림의 주요 부분에 비해 텍스트와 이미지 체에

해 골고루 시선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비 등가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 제공 집단에서도 학습자가 주제문장이나 그림의 주요 부분을 반복 으로

시선고정하기보다 체 인 내용을 살피고 있음을 보여 다.특히,그림의 경우

체 인 그림에 한 시선고정 횟수나 시간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림의 주요

부분에 한 시선고정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하게 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히트맵에서 확인하 던 것처럼 그림에서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정보

가 제시된 부분에 한 시선을 고정한 횟수가 많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Ⅳ-33]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집단에서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주제부분 시선고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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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그림과 읽기 패턴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그림이 포함된 학습자료에서 앞서 분류

한 맥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내용 종합 읽기,그림 비활용 읽기의 네

가지 읽기 패턴 어떤 읽기 패턴을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그 결

과,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학습자료를 제시한 세

집단에서 다음의 <표 Ⅳ-26>과 같이 읽기 패턴을 활용하 다.

구분

읽기 패턴

합계
맥락

악

읽기

내용

이해

읽기

내용

종합

읽기

그림

비활용

읽기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
11 21 10 4 46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
14 21 11 2 48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 16 16 10 6 48

합계 41 58 31 12 142

<표 Ⅳ-26>등가성에 따른 그림별 읽기 패턴 활용 빈도(단 :명)

세 집단 모두 유사한 정도의 읽기 패턴 활용을 보 는데,텍스트 비 과정

보를 포함한 그림일 경우에 다른 그림에 비해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이 덜 활용

되었으며,그림 비활용 읽기 패턴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2)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읽을 때 어떤

순서와 과정으로 학습자료의 요소별로 시선고정하는지를 순차분석하 다.텍스

트와 시각자료에 련성에 따른 학습자의 시선이동 확률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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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텍스트,그림,여백 의 요소1에서 어느 요소2로 이동하 는지를 빈도로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환확률을 계산하 다.이때 두 가지 요소를 덧붙여

코딩하 는데,주제문장과 그림의 주요부분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즉,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시선고정 확률은 제목,텍스트-주제문장,텍스

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림-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여

백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확률을 계산하 다.이를 도표로 표 하 을

때,이해를 돕고자 연구 심의 상인 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

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림-주요 부분에 해서만 표시하여 요소 간의

계를 탐색하 다.

그 결과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 모두 동일한 요소를

이어서 시선고정하는 경우의 확률이 가장 높았다.그러나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경우 그림에서 빈칸에 해당하는 부족한 정보 부분에 시

선고정한 후 텍스트나 그림의 다른 부분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확률이 높았으

며,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경우 텍스트와 그림에

해 서로 시선이동하기보다 텍스트 내,그림 내에서의 시선이동이 많았다.텍스

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경우 체 으로 시선이동의 빈도가 하게

낮았으며,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확률과 그림 내의 시

선이동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의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 자료에 포함된 제

목,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림-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여백의 여섯 가지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

확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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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합계주제

문장

그 외

부분

주요

부분

그 외

부분

요

소

1

제목 22 3 11 1 3 52 93

텍

스

트

주제

문장
3 801 241 9 41 43 1,138

그 외

부분
22 233 5453 87 274 453 6,522

그림

주요

부분
4 9 96 387 261 17 774

그 외

부분
7 44 276 260 1545 67 2,199

여백 32 47 447 28 81 830 1,465

합계 92 1,137 6,524 772 2,205 1,462 12,192

<표 Ⅳ-27>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

(단 :횟수)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주제

문장

그 외

부분

주요

부분

그 외

부분

요

소

1

제목 .24 .03 .12 .01 .03 .57

텍

스

트

주제

문장
.00 .70 .21 .01 .04 .04

그 외

부분
.00 .04 .84 .01 .04 .07

그림

주요

부분
.01 .01 .12 .50 .34 .02

그 외

부분
.00 .02 .13 .12 .70 .03

여백 .02 .03 .31 .02 .06 .57

<표 Ⅳ-28>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의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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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 시선이동하는 변환

확률을 살펴보면,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소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가장 컸다.

즉,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에서 동일한 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로 시선이동하

는 확률은 84%로 가장 컸으며,텍스트의 주제문장에서 주제문장으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은 70%,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에서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으로 시선

이동하는 변환확률 역시 70% 다.그림의 주요 부분에서 그림의 주요 부분으로

시선이동하는 확률은 50%에 해당하 으며,그림의 주요 부분을 시선고정한 후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확률이 34% 다.즉,빈칸으로 표

시된 부족한 정보에 해당하는 그림 부분을 시선고정한 후 다른 부분의 그림을

보는 경우가 34%에 해당하는 것이다.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문장을 읽

은 후 주제 문장 이외의 텍스트로 가는 확률은 21%로 비교 큰 확률을 보

다.

빈칸으로 표시된 그림의 주요 부분을 시선고정한 후에는 주제문장 그 이

외의 텍스트로 시선을 이동하는 확률이 13% 고,그림의 다른 부분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확률이 34%로 나타나 빈칸에 해당하는 정보를 텍스트와 그림에서 찾

는 행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 심의

상인 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

림-주요 부분에 해서만 표시하여 요소 간의 계를 탐색하 다.

[그림 Ⅳ-34]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 텍스트와

그림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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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텍스트 등가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의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와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 자료에 포함된 제

목,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림-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여백의 여섯 가지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

확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합계주제

문장

그 외

부분

주요

부분

그 외

부분

요

소

1

제목 43 6 36 2 11 50 149

텍

스

트

주제

문장
2 855 224 11 47 28 1,167

그 외

부분
40 225 6,225 67 189 250 6,996

그림

주요

부분
9 10 69 675 383 18 1,164

그 외

부분
14 42 179 396 1,795 39 2,465

여백 37 27 256 13 52 364 749

합계 147 1,165 6,989 1,164 2,477 749 12,691

<표 Ⅳ-29>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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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주제

문장

그 외

부분

주요

부분

그 외

부분

요

소

1

제목 .29 .04 .24 .01 .07 .34

텍

스

트

주제

문장
.00 .73 .19 .01 .04 .02

그 외

부분
.01 .03 .89 .01 .03 .04

그림

주요

부분
.01 .01 .06 .58 .33 .02

그 외

부분
.01 .02 .07 .16 .73 .02

여백 .05 .04 .34 .02 .07 .49

<표 Ⅳ-30>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텍스트와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 학습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변환확률을 살펴보면,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의 학

습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소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가장 컸다.즉,

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에서 동일한 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로 시선이동하는

확률은 89%로 가장 컸으며,텍스트의 주제문장에서 주제문장으로 이동하는 변

환확률은 73%,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에서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으로 시선이

동하는 변환확률 역시 73% 다.그림의 주요 부분에서 그림의 주요 부분으로

시선이동하는 확률은 58%에 해당하 으며,그림의 주요 부분을 시선고정한 후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확률이 34% 다.텍스트에서도 마

찬가지로 주제문장을 읽은 후 주제 문장 이외의 텍스트로 가는 확률은 19%로

비교 큰 확률을 보 다.그러나 그림의 주요 부분을 시선고정한 후에는 그

이외 부분으로 시선이동할 확률이 33%에 해당하여 그림의 주요 부분을 시선고

정한 후에는 텍스트나 다른 부분에 시선고정하기 보다 그림 내에서 시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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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 심의

상인 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

림-주요 부분에 해서만 표시하여 요소 간의 계를 탐색하 다.

[그림 Ⅳ-35]텍스트 등가 비 그림에서 텍스트와 그림 간의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앞서 기술한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의 빈도

변환확률과 비교해보면,그림의 주요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후 텍스트로 시

선을 옮기기보다 그림 내에서 시선을 고정하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즉,텍스트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는 텍스트 내,그림

내에서 각각 시선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 인 시선이동 횟수는 두 가지 학습자료 모두 유사한 수치로 나

타나 시선고정이나 시선이동의 횟수에는 변화가 지만,학습자료 내에서 시선

을 이동하는 양상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48 -

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 합계주제

문장

그 외

부분

주요

부분

그 외

부분

요

소

1

제목 8 6 22 0 2 25 64

텍

스

트

주제

문장
3 816 191 3 35 33 1,081

그 외

부분
25 177 5,712 41 169 227 6,351

그림

주요

부분
3 3 46 184 180 10 426

그 외

부분
4 44 161 187 1,933 46 2,375

여백 19 32 217 10 55 318 651

합계 64 1,078 6,349 425 2,374 659 10,949

<표 Ⅳ-31>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 요소별 시선이동 빈도(단 :횟수)

다.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의 학습자 시선이동 확률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도 자료에 포함된 제목,

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림-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여백의 여섯 가지 요소로 시선이 이동한 빈도와 변환확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체 으로 시선이동한 횟수를 살펴보면,앞의 두 종류의 학습자료에서

와 달리 1,700～2,000여회 정도 시선이동 빈도가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구

체 으로는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에서는 12,191회,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가 포함된 그림에서는 12,691회로 유사한 수치이지만,텍스

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는 10,949회로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 보다 1,742회,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가 포함된 그림에서

보다 2,000회 시선이동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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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2

제목

텍스트 그림

여백주제

문장

그 외

부분

주요

부분

그 외

부분

요

소

1

제목 .13 .10 .35 .00 .03 .40

텍

스

트

주제

문장
.00 .75 .18 .00 .03 .03

그 외

부분
.00 .03 .90 .01 .03 .04

그림

주요

부분
.01 .01 .11 .43 .42 .02

그 외

부분
.00 .02 .07 .08 .81 .02

여백 .03 .05 .33 .02 .08 .49

<표 Ⅳ-32>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에서 요소별 시선이동

변환확률표(TransitionalProbabilityMatrix)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 학습자의 시선이 이동하

는 변환확률을 살펴보면,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 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가 포함된 그림의 학습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

소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이 가장 컸다.즉,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에서 동일한

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로 시선이동하는 확률은 90%로 가장 컸으며,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에서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으로 시선이동하는 변환확률 역시 81%,

텍스트의 주제문장에서 주제문장으로 이동하는 변환확률은 75% 다.그림의 주

요 부분에서 그림의 주요 부분으로 시선이동하는 확률은 43%에 해당하 으며,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문장을 읽은 후 주제 문장 이외의 텍스트로 가는

확률은 18%로 비교 큰 확률을 보 다.그러나 그림의 주요 부분을 시선고정

한 후 주요 부분 이외의 그림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확률이 42%로 꽤 높은 확

률이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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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텍스트-주제문장,텍스트-주제문장 이외의 텍스트,그림-주요 부분,그

림-주요 부분에 해서만 표시하여 요소 간의 계를 탐색하 다.

[그림 Ⅳ-36]텍스트 비 과정보가 포함된 그림에서 텍스트와 그림 간

시선이동 변환확률

텍스트 비 과정보가 포함된 그림에서도 앞서 기술한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가 포함된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주요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후

텍스트로 시선을 옮겨 그림의 주요 부분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시선고정 시간 횟수

가.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집단별로 시선응시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섯 페이지의 평균을 통해 비교하

다.그 결과 <표 Ⅳ-33>과 같이 본문 텍스트의 경우 집단 2의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제문장과 주제개념 역시

가장 많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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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오랫동안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요한 부분에

도 집단 2의 학습자들이 오랫동안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집단1 집단2 집단3 체 평균

제목 0.48 0.83 0.35 0.55

본문 텍스트 40.73 52.64 45.40 46.26

-주제문장 13.95 15.95 14.03 14.64

그림 19.95 26.80 19.94 22.23

-주요부분 5.18 8.74 2.98 5.63

여백 9.19 5.79 4.73 6.57

<표 Ⅳ-33>집단별 시선고정시간(단 :ms)

나.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시선고정횟수

시선을 고정하는 횟수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문 텍스

트에는 집단 2학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빈번히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그림과 그림의 주요 부분에 해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에도

집단 2의 학습자들이 가장 빈번히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의

주요 부분이 빈칸으로 제시된 집단 1의 학습자들은 집단 2의 학습자에 비해

체 으로 은 수의 시선응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주제문장에 해서만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빈번히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3의 경우

에는 체 으로 가장 게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텍스트

의 주제개념,그림과 그림의 주요 부분에 해 하게 덜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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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고정횟수 집단1 집단2 집단3 체 평균

제목 2.60 4.27 1.77 2.88

본문 텍스트 224.40 260.58 226.06 237.01

-주제문장 59.83 57.67 52.42 56.64

그림 93.97 116.97 88.75 99.90

-주요부분 24.56 37.88 12.97 25.14

여백 47.88 30.13 24.83 34.28

<표 Ⅳ-34>집단별 시선고정 횟수(단 :회)

다.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첫 시선고정 상

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집단별로 심 역에 따라 처음 시선

을 고정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을 살펴보았다.

시선응시시간 집단1 집단2 집단3 체 평균

제목 0.17 0.18 0.18 0.18

본문 텍스트 0.20 0.26 0.21 0.23

-주제문장 0.34 0.46 0.39 0.40

그림 0.18 0.20 0.18 0.19

-주요부분 0.28 0.44 0.38 0.37

여백 0.21 0.19 0.20 0.20

<표 Ⅳ-35>집단별 처음 시선고정하기까지 소요된 시간(단 :ms)

<표 Ⅳ-35>와 같이 집단 1의 경우 그림의 주요 부분을 다른 집단에 비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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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확인하는 경향을 보았다.특히 그림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세 집단 모두

유사한 시기에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의 경우는 그림의 다른

부분을 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그림 에서도 가장 요한 부분인 빈칸

부분을 확인하는 시기는 집단1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집단 2의

경우 주제문장을 가장 늦게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분에 한 시선분

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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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된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어떠한 읽기 순서와 과정을 통해 패턴을 보이는지,학습자료에서 텍스트

와 시각자료의 련성과 등가성에 따라 읽기 순서와 과정,패턴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연구참여자의 시선운동을 추 하여 그 기

록을 분석하 다.아울러 연구참여자의 학습자료 읽기 과정에 한 사후보고와

인터뷰를 통해 시선운동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 다.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로 도출된 읽기 과정 패턴에 해 해석과 논의를 정

리하면서,연구결과가 지닌 이론 함의 과 실제 멀티미디어 학습에서의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하 다.

1.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 해석 논의

연구결과에 한 이론 함의 과 멀티미디어 학습 용에의 시사 을 논의

하기에 앞서 앞 장에서 정리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특히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인 학습자의 시선운동과 인식이 어떻

게 나타났는지에 하여 해석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디지털 학습자료에서 학습자의 읽기 과정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된 학습자료의

읽기 과정과 패턴’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탐색하 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네 가지 읽기 패턴이 도출되었다.

‘맥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내용 종합 읽기’와 ‘그림 비활용 읽기’이다.

한 시선이동 확률을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다른 요소를 읽고 난 후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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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선이 이동하는 텍스트 심 양상이 나타났다.시선을 고정하는 시간과 횟

수를 살펴본 결과,연구참여자 반 정도는 텍스트에 먼 ,나머지 반 정도는

그림에 먼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패턴,시선고정 시간 횟

수,처음 시선고정하는 요소는 시각 경향성과 학습성취도와 같은 학습자 특

성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맥락 악 읽기는 학습자가 본격 으로 텍스트를 읽기 에 그림과 제목,본

문 텍스트의 한두 문장을 읽고 의 방향과 난이도, 요도 등을 악하는 단

계를 의미한다.이는 기존의 읽기 모형에서 제시한 ‘하향식 읽기 과정

(top-downprocess)’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oodman,1967;Smith,1971).

의 ‘의미’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을 읽는 독자,즉,학습자에게 있

다는 하향식 읽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을 읽고 이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 맥락을 악하려는 독자 심의 읽기 과정을 요시하기 때문이

다.결국 이 연구에서 나타난 ‘맥락 악 읽기’패턴은 학습자료를 읽는 학습자

가 학습자료의 내용이 시하는 방향과 이에 한 맥락을 구성하려는 독자

심의 읽기 과정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결국 이는 학습자가 극 으로 자

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이 시선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한 ‘내용 이해 읽기’패턴도 나타났다.학습자는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

어 텍스트와 그림을 번갈아 시선고정하면서 비교, 조,참조하는 시선운동을

보 다.이는 기존의 언어 채 (verbalchannel)과 그림 채 (pictorial

channel)이 서로 참조 계(referentialconnection)에 있으면서 하게 련을

맺는다는 이 부호화 이론(dual-codingtheory,Paivio,1979,1990,2009)의 이

론에 직 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패턴은 내용 종합 읽기 패턴이다.이는 나일주와 정인성(1996)

이 언 한 기억의 활성화 략에서의 정리 복습과도 연결되며,

Reigeluth(1992)가 제안한 정교화이론(Elaboration Theory)에서의 종합자

(Synthesizer)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Reigeluth(1992)는 종합자를 아이디어를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학습 읽기 과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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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보면, 체 인 읽기 속에서 개념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함으로써 깊이 이해하고 주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Gagné,(1985)도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리뷰(review)의 요성을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결국 학습에서 시각자료가 종합자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는 여러 연구의 주장과도 맞물리게 된다(나일주,이지 ,2011).

반면,그림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그림 비활용 읽기’패턴도 나타났다.그림

을 활용하지 않는 읽기 패턴은 처음 읽기를 시작할 때 그림이 있는지를 확인하

는 정도로 그림에 시선을 고정한 후 텍스트를 심으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

는 패턴이다.이 연구에서 실시한 순차분석(sequentialanalysis)결과에서도 텍

스트를 심으로 제목,그림,여백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았고,반

이상의 학생이 읽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텍스트를 읽기 한,아 많은 학습자가

텍스트 심 텍스트 심 읽기 패턴이 이미지 심 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모든 결과를 살펴볼 때 ‘그림 비활용 읽기’를 주

요 패턴으로 간주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을 활용하지 않는 패턴은 오래 부터 심이 되어 온 텍스트 심 읽기

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읽기에 있어서 텍스트와

시각자료 무엇을 심으로 읽기를 진행하는지를 텍스트 심(text-based

approach)과 이미지 심(image-based approach)로 구분하기도 하며(Olson,

Kim,Scarcella,Kramer,Pearson,vanDyk,Collins,& Land,2012),최근에는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그림을 활용하지 않고,텍스트를 심으로

읽는 근법의 한계가 지 되기도 하 다(서 ,서수 ,2007).

그림 비활용 읽기기 패턴은 고등교육 환경에서의 교재 혹은 학습자 평가를

생각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텍스트 심의 읽기 패턴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등교육에서 그림이나 멀티미디어 자료가 수업에서 활용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부분의 시험이나 과제가 텍스트를 읽고 쓰기 심의 언어

표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나일주,한안나,2006).따라서 부분의 학습자는

학습자료에서 텍스트를 경험 으로 그림이나 다른 멀티미디어 자료보다 더

시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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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 연구에서는 당 상했던 결과와 다른 이 있었는데,학습자 특성

에 따른 읽기 과정 패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다.시각화경향성,

성별이나 사 사후검사 수에 따라 읽기 과정 활용하는 읽기 패턴의 개수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이는 연구참여자인 학생들이 략화된 읽기

기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한순미,2006;Hofer,Yu,&

Pintrch,1998).이들은 이미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읽기 패턴을 활용해야

할지,경험 으로 정련된 읽기 략을 보유하고 있어 읽기 과정에서의 패턴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2)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학습자료 읽기 과정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 높은 콘텐츠에 해서는 낮은 콘텐츠에 비해

상 으로 더욱 오랫동안 시선고정하고,읽는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그간 련성이 높은 콘텐츠가 학업성취에 효과 이라는 연구의 근거

를 마련해 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Levin과 Mayer(1993)는 수업교재에서

삽화를 삽입할 때에는 련성이 높은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와

기억을 도와 결국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발 시켜 학습자료 설계에 있어 련성의 원리(relevanceprinciple)를 제안

하 다.아울러 Nikolajeva와 Scott(2000)는 단어와 이미지의 복잡한 계를 분

석하여 단어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이 역동 이기 해서는 이미지가 개념을 명

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enhancement)하고,해석(interpretation) 이어야 한다

고 강조하 다.즉,여러 연구에서 련성이 높은 콘텐츠가 학습에 효과 이라

고 주장한 것의 바탕에는 학습자가 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더욱 오랫동안 시

선고정한다는 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여러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을 해 여러

가지 인지 노력을 꾀한다고 제하 다.즉,학습자는 시각자료가 텍스트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제시된 화면에서 련 정보를 추출하고,정보와 응되

는 부분을 선택하며,모든 요소들을 일 된 표상으로 통합하려고 애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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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onning,Tabbers,Rikers,& Paas,2010;Mayer& Moreno,2003).Pass,

Renkl,& Sweller(2003)는 작동기억을 활성화시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선

수 지식을 통합시키기까지 학습자는 인지 부하가 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학습자의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이기 해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 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Mayer(1997)는 텍스트만 제시했을 때보다

텍스트와 그림을 함께 제시했을 때 학습효과가 크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이 부

호화 이론에 따라 언어정보에 해당하는 텍스트와 비언어정보에 해당하는 그림

을 동시에 제공하면 두 정보 간의 참조 연결(referentialconnection)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텍스트와 그림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 텍스트만 제공되

었을 때보다 더 잘 기억되고 인출된다고 설명하 다.그러면서 Mayer와

Moreno(2002)는 유의미한 학습의 기 으로 텍스트와 제시된 시각자료를 반복

으로 참조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라 주장하 다.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이 높은 읽기자료에 해 학습자는 텍스트와 그림을 번갈아 시선

고정하면서 읽는 패턴을 보 다.Mayer와 Moreno(2002)의 주장과 이 연구의

결과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이 높은 읽기자료가 유의

미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은 Wittrock(1982)이 언 한 생성 읽기

(generativereading)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그는 순서 로 읽으면서 선형

인 읽기로는 고차 사고를 증진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 하면서 텍스

트 내에서도 앞뒤를 번갈아 보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조직화해야 하며,텍스

트와 시각자료 역시 함께 보고 해석하면서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그 기 때문에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은 생성 읽기 략을

진할 수 있는 매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 다.

Levie과 Lentz(1982)는 그림이 텍스트와 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학습효과를 측정하 는데,텍스트와 련된 시각자료를 제시할 경우

학습내용의 기억과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학

습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Schnotz와 Bannert(2003)의 연구에서도 그림이

텍스트와 련되는 경우에 학습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으나 련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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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Sweller(1988)가 제

안한 주의분산효과(split-attentioneffect)로 설명되고 있다.즉,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을 보면서 련성을 유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지 부하가 발생하

고 결국 과제에 집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선고정한 결과를 살펴보면,이미 학습자는 해당 페이

지를 읽기 시작하는 기에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을 단하여 자신의 읽

기 략을 수립하고, 련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와 그림 모두 집 하여 읽지 않

는다는 것이다.다만 한명의 학습자만 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의 련성을 유

추하기 해 번갈아가면서 시선을 고정하 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학습 략을 발굴해 온 학생이 연구 상이

었기 때문에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련성으로부터 미리 단할 수 있었을 가

능성이 있다.그 기 때문에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련이 없는 경우에 련성

을 추측하느라 불필요한 인지부하가 가 된다는 주장은 읽기 과정에서 경험과

사 지식,학습 략의 정교화가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상으로 유추할 수 있

다.

3)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학습자료 읽기 과정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등가성(equivalence)의 원리가 용되는지 확

인하기 하여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텍스트 비 등가 정

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공하 다.그 결과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

한 집단의 경우 다른 부분에 비해 주제문장과 그림에서 빈칸으로 표시한 부족

한 정보 부분을 시선고정하 으며, 반 으로 본문 텍스트,그림,주제문장,그

림의 빈칸 표시 부분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읽는 데에 은 시간을 소요하

다.게다가 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족한 정보

를 포함한 그림의 집단과 비슷한 수 의 시선고정시간을 보 는데,본문 텍스

트,주제문장,그림에 한 시선고정시간이 유사하 다.다만 그림에서 빈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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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을 세 집단 가장 은 시간 동안 시선고정하 으며,오히려

본문 텍스트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을 상 으로 오랫동안 시선고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수반한 그림을 제공한 경우 세 집단

본문 텍스트,그림,주제문장,그림의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장 오랫동

안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 인 내용을 읽고 텍스트와 그림에서 요한 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시선고정하는 집단은 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집단이었다.이는 본래 등가성의 원리를 주장한 Baggett(1979)과 Baggett,

Ehrenfeucht(198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Barggett은 교

육 상황에서 스토리가 있는 소설과 화나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등가 이게

맞추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인체 내에서 당을 조

하는 과정을 다룬 차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Baggett의 주장

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즉,본문 텍스트가 에세이나 소설 뿐 아니라 과학 내용의 차 지식을 다

루는 에서도 등가성의 원리가 용될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교육 화

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함을 보여 다.

그러나 시각자료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Stam과 Giral(1998)등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이들은 정보가 풍부

한(information-rich)시각자료를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더 깊이,개념 이면서

질 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그러나 학생들은 오히려 텍스트를 더

욱 분석 인 패턴으로 읽는 반면,그림은 읽기 시작할 때 반 인 맥락을

악하기 한 단서(cue)를 제공하고,종합자(synthesizer)로서의 역할을 하는 편

이었다.

한편,이 연구에서 집단1에 제공한 그림은 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표시하 다.이는 주로 화살표나 하이라이트 등으로 표시하는 주의집

안내 략(attentionguidanc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여러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주의집 안내 략을 용하여 시각 단서(visualcue)를 제공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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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학습자는 단서가 제공되는 부분에 집 으로 주의집 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짧은 시간 내에 해당하는 정보에 다시 주의집 할 수 있었다.이는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가 시각 단서를 활용하여 주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각 검색(visualsearch)의 양을 여 학습자가 어떤 요소에

시선을 고정할지 빨리 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De

Konning,Tabbers,Rikers,&Paas,2010;Schnotz&Lowe,2008).

그러나 주의집 안내 략의 효과에 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몇몇 학자들은 시각 단서에 의한 시선집 이 학습효과

를 높인다고 주장하는데,DeKonning,Tabbers,Rikers,Paas(2007)등의 연구

자는 시각 단서(visualcues)를 제공하는 주의집 안내 략(attention

guidance)이 시선이 주의집 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정보를 찾기 한 시각

검색(visual search)와 정신 노력(mental effort), 외재 인지부하

(extraneouscognitiveload)를 여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 다.결

국 시각 단서를 제공하는 주의집 안내(attentionguidance)기법은 학습자

가 제시된 내용의 특정 부분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 으로 활용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DeKonning,Tabbers,Rikers,& Paas,2007;Mayer&

Moreno,2003).

그러나 Kriz와 Hegarty(2007)는 련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단서를 제

시하 을 때 련 정보에 더 주의집 하도록 이끌지만 정보에 해 더 잘 이해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고하 다.그들은 시각 단서를 제공

한 주의집 안내가 인지 로세스 보다 지각 정보처리(perceptual

processing)에 향을 미친다고 보면서 학습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반론을

제기하 다.Grant와 Spivey(2003)도 제시된 화면에서 특정 부분을 확인하는지

(identify)를 시선추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것이지 단서가 제시되었을 때 학습자

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실제 시선고정 패턴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DeKonning,Tabbers,Rikers,&Paas(2010)도 학습자가

정신 노력(mentaleffort)을 덜 들여 이해와 이(transfer)에서 효과 인 것으

로 보고했던 2007년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시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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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로 보았던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무색하게 하 다.

이 연구에서도 Kriz와 Hegarty(2007),Grant와 Spivey(2003),DeKonning,

Tabbers,Rikers와 Paas(2010)의 연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련 정보에 시선

을 집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러나 체 인 이해나 기억에는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과정을 살펴보면,텍스트와 함께 제시되는

시각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따라 세 가지 읽기 패턴으로 구분되었다.이

연구에서는 이를 맥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내용 정리 읽기로 명명하

는데,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각 패턴을 활용하는 시기를 보면,이를 읽기

시작할 때의 단계,읽기 반 단계,읽기를 정리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읽기 시작 단계에서는 맥락 악 읽기 패턴을,읽기 반 단계에서는 내용

이해 읽기 패턴을,읽기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내용 정리 읽기 패턴을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읽기 과정을 시작하면서 시각자료를 확인하여 학습내용에 한

략 인 내용을 지각하고,학습내용의 요도를 단하 다.이를 통해 자신의

인지 노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계획하 다.결국 시각자료는 읽기 과

정 기에 맥락을 악하기 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각자료의 기능 하나로 ‘분류(classification)’를 제안한 Bernstein(1996)

의 주장과 유사하다.그는 학습자가 시각자료를 통해 학습내용이 어느 지식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게 된다고 보았는데,특정 역에 해당하는 과학

지식(scientificknowledge)혹은 일상 지식(everydayknowledge)으로 구분하

고(Dimopoulos,Koulaidis,& Sklaveniti,2003),학습내용의 범주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읽기 반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번갈아 읽으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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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학습내용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relevance)이나 등가성(equivalence)에 따라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참조하는 빈도나 반복하여 읽기 정도를 결정하 다(De

Konning,Tabbers,Rikers,&Paas,2010;Barnett2003).

마지막으로 읽기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시각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 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시각 종합자(visualsynthesizer)(나일주,이지

,2011;McKim,1972)로서의 그림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때 시각자료는 본문 텍스트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차원

에서의 종합자 혹은 본문 텍스트를 통해 이해하고 기억한 내용을 회상,재인하

기 한 차원의 종합자로 기능하 다(Mayer,2001;Unnava & Burnkrant,

1991).

한편,앞서 논의한 읽기 과정을 정신모형(mentalmodel)형성,정교화,검토의

과정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선행연구에서도 읽기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어떤 내 표상을 최종 산출물로 상정하고 있으며,특히,정신모형 형성을 강조

하고 있다(Schnotz,2005;Schnotz& Bannert,2003).정신모형은 학습에서의

과제 수행에 필수 인 이해, 측,추론 같은 인지 활동에 기반 하여 학습자

가 구성하고 조작하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 정의될 수 있다(Jonassen&

Cho,2008).

정신모형 형성을 읽기 과정의 최종 산출물을 도출하는 과정은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명제 표상(propositionalrepresentation)을 통해 정신모형

(mentalmodel)을 형성하고,그림의 해석 과정에서 명제 표상(propositional

representation)과 정신모형(mentalmodel)간의 연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

모형을 검하고 정교화한다는 Schnotz(2002,2005),Schnotz와 Bannert(2003)

의 연구 맥락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들은 텍스트와 그림을 이해하면서 각각의 정신모형을 생성하고 이

를 통합하는 통합 정신모형(coherentmentalmodel)을 주장하 다(Schnotz,

2005).그러나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고,그림

을 해석하는 과정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거나 읽기 기 단계부터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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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가는 양상을 보 다.그 기 때문에 텍스트와 그림 이해 과정에서의 정

신모형을 각각 생성하고,이를 통합하는 과정보다는 희미하지만 기 단계의

정신모형을 생성한 후 정교화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고 할 수 있다(Vosniadou,1994).즉,읽기 과정에서 체 인 구조에 해당하는

정신모형 틀(frame)을 먼 형성하고,이에 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

쳐 정신모형을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읽기 과정과 정신모형 형성의 과정을 연결하면 읽

기 기 단계에는 체 인 구조에 해당하는 틀을 형성하고,본격 인 내용 읽

기 과정을 통해 이해된 지식을 구체화하여 정신모형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치

며,학습자 자신이 형성한 정신모형을 검토하는 단계로 읽기 과정을 마무리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를 들어,연구도구로 활용한 당조 그림의 경우 학습자가 읽기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림을 보고 차와 순서가 순환되는 내용임을 감지하고,

단계와 차에 한 시각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그 이후 텍스트와 그림을

서로 참조하여 읽으면서 각 단계별로 작용하는 호르몬과 기능을 이해하여 당

조 의 차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다.이후 학습자 자신이 형성한 정신모형

을 바탕으로 그림을 확인하면서 구성된 정신모형을 확인,검토하는 단계를 거

치게 된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듯이,읽기 기 단계에는 사 지식이나 경험 등

이 요하다(Roberts,Christo,& Shefelbine,2011).읽기 과정에 한 맥락을

악하고, 기 정신모형을 형성하는 데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시각자료가 정신모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작용을 하는 지이다.시각자료는 정신모형 형성에 있어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Jonassen& Cho,2008;Kozma,1991;Rouse& Morris,1986).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시각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분류한 읽기 패턴을

통해 읽기 기 단계에는 정신모형의 틀을 마련하기 한 맥락 악의 역할을

하 고,읽기 반에는 텍스트와 참조하여 정신모형을 정교화하 으며,읽기 정

리 단계에서는 형성된 정신모형을 그림과 조하여 정신모형을 확인,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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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된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개요

객체로 활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 까지 설명한 읽기 과정과 시각자료의 역할,정신모형 형성 단계를 심

으로 읽기 과정 메커니즘을 시각화하면 [그림 Ⅴ-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목 은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그 기제의 인지 메커니즘을 탐색함으

로써 학습자의 읽기 활동과 지 작용을 이해하고,향상된 디지털 학습자료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함이다.그 기 때문에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

커니즘에 있어 연 된 디지털 학습자료 설계 교수설계를 몇 가지 제안하

다.이는 [그림 Ⅴ-1]의 오른편에 제시하 다.

읽기 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사 지식 등의 비도를 고려한 교수설계가

필요하다(Moore& Kearsley,2012).사 지식과 경험은 기 정신모형 형성에

향을 미치며,텍스트와 시각자료에 한 맥락을 형성하고 이를 토 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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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 노력을 배분하거나 정보 선택에 있어 결정 요인

이 되기도 한다(Horzum & Çakr,2012;Hukle,2009;Leigh& Watkins,2005;

Smith,2005).

아울러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된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읽기 기 단계에서 맥락을 악하여 읽기 과정에서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지 노력을 배분하고,조 하기 때문에 메타인지(meta-cognition)

를 활성화시키기 한 설계 략이 요구된다.특히,시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김성욱,김회수,2008;Mayer &

Moreno,2002;Passolunghi&Siegel,2001;Sweller,vanMerriënboer,&Paas,

1998),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학습자료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즉,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메타인지 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설계 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읽기 반 단계에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메시지 설계를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텍스트와 시각자료 요소의 배치,근 성의 원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류지헌,2013;Clark&Mayer,2011). 한 연구결과로 나타났

듯이,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과 등가성을 고려한 시각자료 제시가 학습자

의 정신모형 정교화에 요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한,시각자료를 제시하

는 데에 있어 시각자료의 추상성이나 간결성,강조기법 등을 면 히 고려할 필

요가 있다(나일주,한안나,2006;DeKonning,Tabbers,Rikers,& Paas,2010;

Kriz&Hegarty,2007).

읽기 정리 단계에서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형성한 정신모형을 검

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정신모형을 외재화하는 것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요한 활동이다(Butcher,2006;Jonassen&Cho,2008).

를 들어 개념 지도(conceptmap)를 그리는 활동은 학습자의 정신모형을 외재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Jonassen,2006).평가와 피드백 제공에 있

어 학습자가 정신모형을 명확히 하고,이를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기 한 다양

한 략이 간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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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제 활용 련 논의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된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어떠한 읽

기 순서와 패턴을 보이는지 학습자료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과 등가

성에 따라 학습자의 읽기 순서와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 다.앞의 연

구결과를 통해 실제 학습자료,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데

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1)멀티미디어 학습에서 시각자료의 역할을 고려한 설계

첫째,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있어 다양한 읽기 패턴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설계해야 한다.

이 연구결과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세 가지 읽기 패턴을 도출하 다.맥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내용 종합 읽기가 그것이다.이 세 가지 읽기 패턴

에서 개념 인 내용을 다루는 학습자료에서는 맥락 악 읽기를, 차 지식

을 다루는 학습자료에서는 내용 종합 읽기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학습내용이 다루고 있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시각자료에 한 읽기

패턴을 고려하여 시각자료의 역할과 제시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개념 지식을 다루는 학습자료에서는 읽기 기에 맥락을 악하기

쉽도록 주요 개념을 다루는 시각자료로, 차 지식을 다루는 학습자료에서는

내용을 종합할 수 있도록 시각 요약자 혹은 종합자의 제시가 요구된다.

둘째,학습자가 인지 메타인지를 더 효과 으로 진할 수 있는 시각자료

를 활용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각자료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그 몇 가지는 학습자의 시각

연상이나 정신모형 형성을 돕기 한 기능이 있고,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내

용을 정리,종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으며,정서를 유발시키거나 장식을

한 기능도 있다.이를 더 세부 으로 보면 시각자료의 기능을 구체화,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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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조,강조,요약 등 여러 가지로도 분류하기도 한다(Marsh& White,

2003).

그러나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교수자나 학자가 시각자료를 제

시하는 목 과 별도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그 기 때문에 시각자료를 학습자의 에서 특

히,학습을 목 하는 ‘인지 과정’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물론 학습에

서의 인지 과정을 심으로 시각자료를 보아온 연구자들도 있다. 를 들어,

Clark과 Lyons(2011)은 시각자료를 표면 ,커뮤니 이션,인지심리 기능으로

구분하고,시각자료의 인지심리 기능이 학습과정을 진시키는 데에 을

둔 기제로 본 것이 그에 해당한다.하지만 이 한 인지부하의 으로 시각

자료를 분류하 기 때문에,학습자의 학습과정이나 목 에 부합하는지 보다는

인지부하 측면에서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교수자나 교수설계자가 시각자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의 목 측면에서 고민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특히,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학습자는 효율 이고 효과 인 학습을 해 메타인지

학습 략을 단하기 한 단서로 시각자료를 활용하 다.학습내용의 요도

를 단하고, 요한 부분을 선택하며,학습내용을 종합하기 한 도구로 활용

하 다.따라서 학습자의 에서 시각자료의 활용이라는 으로 학습자가

더 효과 으로 인지 메타인지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

력이 보다 의미있는 작업일 수 있다.

셋째, 체 학습자료에서 페이지별 요도를 구분하고,각 페이지 내에서

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시각자료로 표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는 해당 내용의 요도를 단하는 거 하

나로 시각자료를 활용하 다.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페이지의 학습자료를 읽

는 데에 있어 시간이나 정신 노력을 배분하기 한 략 근에서 요한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시간이나 정신 노력을 투여하기 한 우선순 를 선정

하 다.이때 그림은 이를 단하는 주요한 요인 하나 다.아울러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도 그림에서 강조되거나 시각 단서가 제공된 부분은 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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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단하 다.이 결과는 디지털 학습자료의 메시지 디자인에 있어 학습

내용의 주제,핵심내용을 명확히하여 교수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시각자료에서의 메시지디자인 원리 용

시각자료를 디자인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디자인 략과 원리가 소개되었

다.그런데 이때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

으며,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내용이 지니는 등가성에 해서는 다른 원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원리가 용된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되었을 때 학습

자가 어떠한 읽기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우선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해서 살펴본 결과,텍스트와 시각자료

의 련성에 해서는 련성이 높은 필수불가결한 그림일 경우에 시각자료 뿐

아니라 본문 텍스트를 시선 고정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습

자가 오랫동안 내용을 읽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하나는 내용이 복잡

하고 어려워서 반복 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경우이다.두

번째는 요한 내용이라고 단하여 내용을 완 히 숙지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자료는 학생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 고등학교 교과서

의 내용이었으며,연구참여자 한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고 응답하 다.그 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시선을 고정한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내용을 요하다고

단하여 이를 완 히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노력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한 학습자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 높은 학습자료에 해 본문 텍스트

와 시각자료를 번갈아 시선고정하면서 연결 지어 읽는 행동을 보 다.이러한

행동은 앞서 논의하 듯이,유의미한 학습을 한 행동으로 단할 수 있기 때

문에 과제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을 한 인지 노력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 높은 학습자료의 경우 학습

내용을 이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련성이 높은 학습자료가 학습에 효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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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연구를 지지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그리고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텍스트와의 련성을 고려한 메시지 디자인이 요한 설계 원리임을 시사

한다.

두 번째로 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내용 등가성 역시 설계 원리로서 용될

필요가 있다.이 연구 결과에서는 텍스트 비 등가 내용이 포함된 시각자료

의 경우 가장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길었다.반면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

를 포함한 시각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와 과정보가 포함된 시각자료의 경우 본

문 텍스트와 그림에 상 으로 짧은 시간을 시선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시각자료에서는 부족한 정보에 해당하는 시

각 단서를 제공한 부분과 주제 문장을 심으로 읽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과정보를 포함한 시각자료가 제시된 경우는 본문 텍스트에 제시되

지 않는 정보를 시각자료에서 찾아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기 때

문에 학습자료를 설계함에 있어 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내용 등가성 원리를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자료는 당조 에 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

타낸 시각자료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즉, 당조 과정을 순서로

제시할 수 있어 체 내용이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동일하게 표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념 지식이나 시 등의 구체 인 사실인 경우 모든 내용을 동일한

수 으로 표상하기에는 교수설계 장에서 실제 인 어려움이 있음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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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 제언

1.요약 결론

이 연구의 목 은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포함

된 학습자료로 학습할 경우 읽기 과정은 어떠한지,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계 측면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

가 련 있는지,텍스트가 포함한 정보와 시각자료의 정보가 동일한지에 따라

읽기 과정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된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를

읽고 학습하는 동안 시선추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시선이동 결과 자료를 분

석하 다. 한 학습과정에 한 사후보고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 다.이 게 수집된 사후보고 인터뷰 자료의 경우는 시선추 방

법을 통해 도출한 시선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기 한 보조 자

료로 활용하 다.아울러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인지 작용에 한 문헌 분석

과 시선추 방법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학습자 읽기 과정

에서의 메커니즘을 탐색하 다.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첫째,시각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네 가지 읽기 패턴이 도출되었다.‘맥락

악 읽기’,내용 이해 읽기’,‘내용 종합 읽기’와 ‘그림 비활용 읽기’이다. 한 시

선이동 확률을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다른 요소를 읽고 난 후 텍스트로 시선

이 이동하는 텍스트 심 양상이 나타났다.시선을 고정하는 시간과 횟수를 살

펴본 결과,연구참여자 반 정도는 텍스트에 먼 ,나머지 반 정도는 그림에

먼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패턴,시선고정 시간 횟수,처

음 시선고정하는 요소는 시각 경향성과 학습성취도와 같은 학습자 특성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읽기 패턴을 살펴본 결과 필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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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한 그림일 경우에 읽기자료를 가장 오랫동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필수

불가결한 그림과 텍스트 부가 인 그림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그림을 시선고정

하는 패턴이 빈번히 나타났지만,이에 반해 텍스트와 련 없는 그림이 제공될

경우에 체 인 읽기 시간도 매우 게 나타났고,텍스트와 그림 간의 시선이

동이 게 나타났다.이를 시선이동 확률로 살펴보았을 때,필수불가결한 그림

에서는 그림에서 텍스트로 시선이 이동하는 확률이 높았지만, 련 없는 그림

에서는 오히려 여백과의 시선 이동 확률이 높았다.시선고정 시간을 살펴보면,

텍스트와 그림 모두 필수불가결한 그림일 때 가장 오랫동안 시선고정하 으며,

텍스트 부가 인 그림, 련 없는 그림 순서 다.

셋째,텍스트 비 시각자료의 등가성에 따른 읽기 패턴을 살펴본 결과,텍스

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될 경우,그림에서 빈칸으로 표시된

부족한 정보 부분과 부족한 정보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주제문장을 가장 많이

시선고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

이 제공된 경우에는 텍스트와 그림 모두 체 으로 두루두루 시선고정하면서

오랫동안 시선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림에서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는 정보를 찾아 오랫동안 시선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그림에 해 시선고정하는 시간과 횟

수가 가장 었다.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를 포함한 그림인 경우에 가장 먼

그림에서 빈칸으로 표시된 부족한 정보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주제문장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 제일 늦게 해당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해보면,학습자의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

다.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를 체 으로 읽기 시작하기 단계인 읽기 과정

기에 해당한다.이 때 학습자는 경험과 사 지식을 통해 체 인 학습내용

의 주제 임워크를 희미하게 설정하게 되는데,이 때 시각자료를 통해 기

정신모형(initialmentalmodel)을 형성한다.이 때 인지 노력을 조

(regulation)하기 한 메타인지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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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형성한 기 정신모형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고,시각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집된 정보

를 처리하고,두루뭉술한 형태의 기 정신모형의 세부 내용을 채우게 된다.이

과정에서 정신모형은 차 정교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정교화된 정신모형을 확인하는 단계이다.학습자는 머릿속에

형성한 정신모형을 텍스트 시각자료와 비교하면서 정확한 정신모형을 형성

하 는지 확인하여 학습내용을 반복 으로 종합하게 된다.

각 단계에서의 시각자료의 역할은 맥락 우선순 설정, 련성(Relevance)

확인,종합(Synthesization)에 해당하며,단계에 따라 메타인지 략,메시지 설

계 원리,평가 피드백 등의 교수설계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보면,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디지털 학습자료 읽기에 있어 학습자는 그림을 활용하여 정신모형을

설정하고,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즉,학습자는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과

정 속에서 그림을 보고 학습내용에 해 측하고,희미한 정신모형을 상정한

다.이 때 인지 노력을 조 하는 메타인지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학습자는 텍스트와 그림이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텍스트

와 그림의 련성에 따라 해당 학습자료의 요도를 단하고,인식한 요도

에 따라 인지 노력을 배분하 다. 를 들어,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

높은 경우에 학습자는 해당 학습자료가 요한 내용이라고 단하고,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 다.결국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은 유의미한

학습으로 이끄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텍스트와 시각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 학습자는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꼼꼼히 읽고 종합 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꾀하 다.학

습자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각각 지닌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 으며,텍스트와 시각자료의 정보

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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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학습자는 읽기 과정에서 학습내용에 한 정신모형을 형성하고,

정교화하며,검토하기 해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극 으로 활용하 다.학습

자는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통해 요한 여러 정보를 선별하고자 하 으며,자

신의 인지 노력을 리하고자 하 다.특히,시각자료가 텍스트와 어떤 계

에 있는지,텍스트와의 련성이 높은지,내포된 정보가 텍스트와 동등한지를

단하고,그 단 결과에 따라 읽기 패턴을 달리 용하 다.결국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에서 시각자료의 제시와 활용은 읽

기 과정에서 요한 단서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를 한 제언

이 연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구성된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에서의 메

커니즘을 탐색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학습자의 읽기 과정이나 인지 노

력에 해서는 오래 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 하게 심을 받아왔다.학

습에 있어 읽기는 기본 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공학 분야에서도 교수자나 교수설계자의 에서 학습자료를 어떻게 설

계하고 제공할지를 고심하는 데에 주력해왔다.이러한 고민의 연장에서 학습자

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어떻게 읽는지,학습자료 내의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에 한 심으로 이론 ,실제 담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맥락

에서 이 연구는 학습자의 에서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고 활용하는 데에 을 두었다는 에서 이론 논의와 실천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데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읽기 과정 메

커니즘을 탐색하는 데에 목 을 두었으며,이는 궁극 으로 디지털 학습자료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 있어 메시지 디자인 분야의 이론 ,실천 논의에 기

여하기 함이었다.그러므로 다양한 메시지 디자인 원리와 학습자의 읽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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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메커니즘을 연결하여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학습에 유의미한 새로

운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도출과 이미 활용되고 있는 메시지 디자인 원리를 조

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메시지 디자

인 원리로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등가성의 두 가지 원리만을 용하

여 살펴보았다.시각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이 두 가지 원리 이외에 수많

은 원리와 가이드라인이 여러 학자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 컨 ,여러 연구에

서 가장 많이 언 되고 있는 근 성의 원리,일 성의 원리 등이 표 인 메

시지 디자인 원리를 용하 을 때 학습자의 읽기 패턴과 시각자료 활용에 있

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메시지 디자인 원리를 구조화하여

용할 수 있을 것이다.더욱이 다른 시각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용할 수 있는

메시지 디자인 원리에서도 동일한 읽기 과정 메커니즘이 확인되는지를 검토함

으로써 학습자의 읽기 과정 메커니즘 측면에서의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총체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읽기 과정 메커니즘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

자의 읽기 과정과 패턴,시각자료 활용에 한 선호나 경향성이 있는지를 탐색

하는 것보다 보다 체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보이는지에 심을 두었기 때문에

학습자 특성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제한 이었다. 한,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각화경향성 검사 성별과 같은 학습자 특성 변인의 경우를

시선추 방법과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와 연결 지어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최근 모바일러닝 등의 테크놀로지를 용한 확산으로

맞춤형 학습, 응 학습에 한 심과 용가능성이 상승된 만큼 학습자 특

성 변인과 학습자의 시각자료 활용,읽기 패턴,읽기 과정 메커니즘을 연결하여

학습자의 읽기 활동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그 기 때문에 학습자

의 시각지능 시각 리터러시에 따라 시각자료 활용과 읽기 패턴에 차이가 있

는지 검토해본다면 앞서 논의한 학습자의 읽기 과정 메커니즘에서의 담론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시각화경향성,시각지능,시각 리터러시 등의

시각 사고를 심으로 한 학습자 특성 이외에 어떤 학습자 특성 변인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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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읽기 과정과 메커니즘에 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도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온라인 학습환경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에서 효과 인 교수학

습 략과 교수설계 략을 구안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자료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학습자의 읽기 과정과 메커니즘을 탐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

에서는 디지털 학습자료에 메시지 디자인 원리를 용하여 학습자료를 개발하

고,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탐색하 다.그 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 결과로 도출된 읽기 과정 패턴,시각자료의 활용방식,메커니즘이 디지

털 학습자료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이

연구의 목 자체가 디지털 학습자료를 읽는 방식에 한 것이긴 하지만 디지

털 학습자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 다.따라서 디지털 학

습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상인지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텍스트 시각

자료를 포함한 학습자료 읽기 상황에서 어떠한 을 고려하여 디지털 학습자료

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얻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학습자료를 설

계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다른 연구방법과의 결합을 통해 학습자의 시각자료 활용,읽기 패턴

해석 메커니즘에 한 논의를 생산하고 축 된다면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에 있어

실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수행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하 다.특히 최근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용되

고 있는 fMRI기법 등의 연구방법은 시선추 방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학

습자의 시각 사고 인지 과정에서의 교육학 의미를 찾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시선추 방법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

이터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귀납 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본

래 연구 결과의 일반화 보다는 질 탐색을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논의된 결

과를 일반화하여 처방 략을 제시하는 데에 신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다

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된 연구결과에서 교수학습 교수설계에서의 처방

방법과 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완함으로써 디지털 학습자료에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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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읽기 과정 메커니즘 논의를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이 연구는 실 분석 도구와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시선추 방법

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시선도약(saccade)에 한 부분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그러나 시선도약은 학습자가 읽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탐색하

는 시선운동으로 알려져 있다.그 기 때문에 여러 학자가 시선도약 운동에

심을 가지고 학습자가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지에 해 분석하고 있다.텍스트

와 시각자료에 해서도 어떤 패턴으로 시선도약하는 지에 한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이 연구결과와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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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

학습자료 이해 해석 실험 참가자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이 연구는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읽고 해석하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습니다.

※ 연구에 한 소개는 뒤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상 :학부생

-내 용 :주어진 학습자료에 한 학습

-실험시간 :약 1시간～1시간 30분 소요 정

-실험방법 :학습과정에 한 시선추 인터뷰

실험에 참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효선에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성명

나.휴 화번호

다.이메일주소

라.실험가능한 시간 )8월 23일(목)13시부터(가능한 시간을 2～3개

정도)

서울 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공 박사수료 최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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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자료 읽기 연구 안내

이 연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학습자료를 공부할 때 학습

자가 어떤 순서로 학습자료를 읽는지,교과서에 있는 설명자료인 삽화 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어떻게 연 짓는지를 탐색하기

한 연구입니다.

시각자료의 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잘못된 삽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잘못된 오개념을 가지거나 제 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그 기

때문에 시각자료를 어떻게 제시할 지는 매우 요한 연구과제입니다.그런데

지 까지의 련 연구들은 교사나 문가가 학습자료에 해 평가하고 분석하

는지를 살펴 으로써 올바른 시각자료 제시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만 학생이

어떻게 읽고 공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 으로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에서 학습자료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를

보고자 실시하려 합니다.

연구에서 진행될 것은 ‘시선추 실험’입니다.

시선추 실험은 학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

를 읽고 공부하는 동안 학생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이터화하고

장하는 장치입니다.구체 으로는 모니터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에서 동

공의 치와 크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실험상황은 아래의 사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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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추 실험 모습>

실험 에 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고,사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본격

으로 실험참여자는 온라인 학습자료를 약 15분 정도 공부하게 됩니다.이후

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할 정입니다.이로서 총 30～40여분 정도가 소요되며,

인터뷰까지는 1～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험 참여자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 됩니

다만 실험 특성상 몸이나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 맞지 않습니

다.그래서 가능한 몸이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기를 당부하고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이 실험은 모두 녹화될 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공부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활용

하는지,특히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읽는 데에 무엇 때문에 꼼꼼히 읽는지,읽

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1)시선이 어떤 순서로 이동하 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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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떤 부분에 시선이 많이 주어졌는지 확인

이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뒤의 안내와 동의서를 모두 읽고 맨 끝에

있는 동의란에 성명과 서명을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나 불편사항

이 있으시면 안내서에 기입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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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

연구 책임자명 :최효선(사범 교육학과,박사수료 학생)

이 연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학습자료를 공부할 때 학습자

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읽고 해석하는지에 한 연구입니다.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소속의 최효선 연구원(goodluck@snu.ac.kr,010-3282-5583)이 귀하

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읽고 해석하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습니다.

2.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학부생 약 15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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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이 연구는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읽고 이해,해석하는지를 탐

색하기 한 연구입니다.이 연구는 시선추 실험과 인터뷰의 두 방법으로 진

행되며,총 1～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정입니다.모든 과정은 녹음 녹

화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참여의사는 동의서를 잘 읽고 서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 검사와 시각화경향성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사 검사는 총 14문

항으로 되어 있으며 시각화경향성 검사는 2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 검사지와 시각화경향성 검사지를 작성하신 후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자료를 읽어주십시오.15분 정도 학습자료로 학습을 진행하신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사후검사는 읽으신 내용에 해 이해정도를 악하고자 실시

하는 것입니다.총 14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읽으신 내용과 평소의 읽기스타일에 련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4.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6.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시선추 실험을 하는 도 에 시선추 기의 감지를 높이기 해 가능한 몸이

나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그러나 이때 귀하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자료 읽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만일 연구 참여와 련하여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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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학습자료를 읽는 지에 한 이해

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최효선(010-3282-5583)입니다.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

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이

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

입니다.

10.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1.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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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_최 효 선________ 화번호: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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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

니다.

5.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나는 이 연구에서 녹화 녹음을 진행하는 것에 해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합니다.

8.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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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학습자료1

① 제목 페이지 ②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1)

③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2) ④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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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학습자료1의 련성에 한 문가 타당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유형 분류에 한

문가 연구도구 타당화 질문지

이 질문지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개발한 읽기자료에

한 문가 타당화를 받기 해 제작되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유형에 따라 개발된

읽기자료의 련성 분류가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지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 유형 분류 소개와 연구도구인

학습자료의 텍스트와 시각자료에 한 분류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공

최 효 선 올림

- 문가 로필 -

� 성 명 :

� 공분야 :

� 최종학력 :

� 소속 직책 :

� 교수설계,교육 연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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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텍스트 시각자료의 련성 유형 분류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른 학습자의 내용 이해

해석에 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목 을 두고 있습니다.이 연구에서 연구

도구로서 사용될 학습자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에

한 평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Marsh와 White가 분류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련성 분류표(taxonomyof

relationshipsbetweenimagesandtext)에 의하면,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제

시되는 학습자료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련성에 따라 <표 1>과 같이 ㉮ 이

미지가 없어도 텍스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유형(ex.장식 이미지,정서

유발 기능용 이미지 등),㉯ 텍스트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이미지를 제시함으로

써 더욱 잘 이해될 있도록 돕는 유형(ex.표나 차트를 통한 설명,텍스트의 내

용에 한 요약 등),㉰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유형(ex.

변형과정,비교 혹은 조 이미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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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미지가 없어도

텍스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유형

텍스트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잘

이해될 있도록 돕는

유형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유형

기능

§ 장식

 변화를 주기 해

 스타일

§ 정서 유발

 고립감 하

 시 표

§ 통제

 참여 유발

 동기화

§ 반복

 구체화

 설명

 그래

§ 조직화

 구분

 포함

 치



§ 연 짓기

 비교

 조

 병렬

§ 압축

 강조

 요약

§ 설명

 정의

 추가

§ 해석

 강조

 문서화

§ 개발

 비교

 조

§ 변형

 과정

 모형

 감

시

§ 고속도로 사고발생 경

를 나타내는 그림

§ 의 이동

§ 쟁에서 많은 사상

자가 났음을 보여주

는 사진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투표율 차트

§ 심미 효과를

해 삽입된 사진이

나 그림

<표 3>텍스트와 이미지의 련성에 따른 이미지 기능 분류

첨부한 자료에서 제시한 텍스트와 그림을 검토하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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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번호
제목 페이지별 그림

련성

유형

1 당 조 과 련된 기

2
당 조 과 련된 호르

몬 다당류

3 포도당 증가의 경우

4 포도당 감소의 경우

5
육지와 바다를 이용한

치 표

2.질문항목

다음은 각 페이지별 텍스트와 그림 번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각 페이지마다 텍스

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불가결한 시각자료 :1로 기입

§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보완 인 시각자료 :2로 기입

§ 장식 시각자료 :3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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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 도 좌표를 이용한

치 표

7
이웃국가 랜드마크를

이용한 치 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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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텍스트 비 부족한 정보의 그림 집단

(집단1)의 학습자료2

① 제목 페이지 ② 텍스트 페이지(1)

③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1) ④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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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텍스트 페이지(2) ⑥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3)

⑦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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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텍스트 비 등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그림 집단 (집단2)의 학습자료2

① 제목 페이지 ② 텍스트 페이지(1)

③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1) ④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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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텍스트 페이지(2) ⑥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3)

⑦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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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텍스트 비 과정보를 포함한 그림 집단

(집단3)의 학습자료2

① 제목 페이지 ② 텍스트 페이지(1)

③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1) ④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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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텍스트 페이지(2) ⑥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3)

⑦ 텍스트+시각자료 페이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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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사 검사지

No.

사 검사지

<PartI>

1.경 · 선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 자오선은 도와 평행이다.

② 본 자오선의 동쪽을 동반구,서쪽을 서반구라 한다.

③ 30°E는 서경 30도로,40°W는 동경 40도로 읽는다.

④ 도를 심으로 북쪽을 수반구,남쪽을 육반구라 한다.

2.동네에서 치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때 가장 한 치

표 방법은?

①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치를 표 한다.

② 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치를 표 한다.

③ 륙과 해양의 이름을 이용하여 치를 표 한다.

④ 이웃한 국가의 치와 련지어 치를 표 한다.

3. 친 치 표 의 방법과 가장 련 있는 우리나라 치에 한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실에서 나의 치는 창문 바로 자리인데 내 에는 홍길동이 앉아

있어 길동이와 무척 친한 편이야.성춘향의 자리는 3분단 첫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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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유라시아 륙 동쪽에 치한다.

ㄴ.태평양과 하고 있어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ㄷ.북 33°~43°,동경 124°~132°사이에 치한다.

ㄹ.사계 이 뚜렷하고,동경 135°를 표 시로 사용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4. 도와 경도에 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도에서 멀어질수록 도가 커진다.

ㄴ. 도를 기 으로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한다.

ㄷ.본 자오선에서 멀어질수록 경도가 커진다.

ㄹ.북반구와 남반구의 구분 기 은 본 자오선이다.

① ㄷ,ㄹ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5. 치’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이나 국가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② 공간의 규모에 상 없이 치를 표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③ 문화,언어,경제 등의 인문 환경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치만으로는 한 국가의 기후,지형 등 지리 특징을 알 수는 없다

6.다음에서 공통 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탐험가와 여행자의 표시

 공간범 가 좁은 지역에서의 치 표 방법

 잠실역,롯데월드 구리동상,63빌딩

① 기호 ② 행정구역 ③ 성사진 ④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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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의 치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북반구에 치해 있다.

ㄴ.본 자오선의 서쪽에 치해 있다.

ㄷ.유라시아 륙의 동쪽에 치해 있다.

ㄹ.주변에 치한 국가는 국과 일본이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ㄴ,ㄷ ④ ㄱ,ㄷ,ㄹ

<PartII>

1.다음 이자에서 분비되면서 당조 에 루카곤과 함께 쓰이는 호르몬

은 무엇인가?

① 리코겐 ② 인슐린 ③ 랑게르한스섬 ④ 에피네 린

2. 액속의 포도당 농도를 높이기 해서 필요한 호르몬은 무엇인가?

① 리코겐 ② 루카곤 ③ 인슐린 ④ 에피네 린

3.복부-골반 부분의 횡경막 아래에 치하면서 물질 사에서 주요역할을 담

당한다.즉, 리코겐의 장, 구의 분해,단백질 합성,호르몬 생산,

해독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 신체 기 은 무엇인가?

① ② 폐 ③ 심장 ④ 간

4.우리 몸이 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무슨 원리

라고 하는가?

① 항상성의 원리 ② 포도당의 원리 ③ 근 성의 원리 ④ 농도의 원리

5.포도당 농도가 높을 경우,포도당 농도 조 을 해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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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형태는?

① 루카곤 ② 리코겐 ③ 백 구 ④ 에피네 린

6.간에서 리코겐을 합성하기 해 흡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루카곤 ② 구 ③ 인슐린 ④ 포도당

7.인슐린이 부족하여 오 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병은 무엇인가?

① 당뇨병 ② 성인병 ③ 췌장염 ④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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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특정 상을 보고 여러 가지 유사한

다른 상의 모습이 연상된다.

2
생활 속의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내는 추론 상상력이 높은 편이다.

3
사물의 부분을 도 보이지 않는

체의 모습을 채워보는 편이다.

4
어떤 감의 물건을 만지거나 닿았을

때 그것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5

에 보이는 상에 향을 주는

요인이나 계가 있는 요소들을 잘

추리하는 편이다.

6
주차할 공간에 차가 주차되는 모습을

떠올리며 주차를 한다.

7

운동(축구,골 ,수 등)을 할 때,

동작을 시작하는 반에는 항상 나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한다 (이미지트 이닝).

8
나의 움직임이 좌표축에서의

이동으로 머리에 떠오른다.

9
내가 무엇을 던졌을 때,그것이 어떤

시 에 어디에 도달할지 짐작이 된다.

10
노트를 필기하거나 학습할 때

체계 인 표로 목록화 시키는 편이다.

11
필기를 할 때 그림 는 기호 등을

많이 그려 넣는 편이다.

부록 9.시각화 경향성 검사지

시각화 경향성 검사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란에 V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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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잡한 상태를 악할 때에는 그림을

그려보는 편이다.

13

복잡한 내용이나 이야기,인물 등을

묘사하거나 그림으로 표 해 설명할

수 있다.

14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면,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려보며

공상을 하게 된다.

15 이리 리 상상해 보는 것을 즐긴다.

16

쇼핑을 하면서 옷을 고를 때,옷을

입어보기 에 먼 그 옷을 입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에게

어울릴지, 어울리지 않을지를

생각하려고 한다.

17

미래의 내 모습,내 비 을 자주

구체 인 상으로 시각화하는

편이다.

18
책을 읽을 때 구체 인 장면을

상상하며 읽는 편이다.

19
이야기를 들을 때 장면을 연상하며

듣는다.

20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을 때,그와

련된 장면이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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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사후검사지

No.

사후검사지

<PartI>

1. 친 치 표 의 방법과 가장 련 있는 우리나라 치에 한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실에서 나의 치는 창문 바로 자리인데 내 에는 홍길동이 앉아

있어 길동이와 무척 친한 편이야.성춘향의 자리는 3분단 첫째 이야.

<보기>

ㄱ.유라시아 륙 동쪽에 치한다.

ㄴ.태평양과 하고 있어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ㄷ.북 33°~43°,동경 124°~132°사이에 치한다.

ㄹ.사계 이 뚜렷하고,동경 135°를 표 시로 사용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2.‘치’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이나 국가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② 공간의 규모에 상 없이 치를 표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③ 문화,언어,경제 등의 인문 환경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치만으로는 한 국가의 기후,지형 등 지리 특징을 알 수는 없다

3.우리나라의 치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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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북반구에 치해 있다.

ㄴ.본 자오선의 서쪽에 치해 있다.

ㄷ.유라시아 륙의 동쪽에 치해 있다.

ㄹ.주변에 치한 국가는 국과 일본이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ㄴ,ㄷ ④ ㄱ,ㄷ,ㄹ

4. 도와 경도에 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도에서 멀어질수록 도가 커진다.

ㄴ. 도를 기 으로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한다.

ㄷ.본 자오선에서 멀어질수록 경도가 커진다.

ㄹ.북반구와 남반구의 구분 기 은 본 자오선이다.

① ㄷ,ㄹ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5.다음에서 공통 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탐험가와 여행자의 표시

 공간범 가 좁은 지역에서의 치 표 방법

 잠실역,롯데월드 구리동상,63빌딩

① 기호 ② 행정구역 ③ 성사진 ④ 랜드마크

6.동네에서 치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때 가장 한 치

표 방법은?

①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치를 표 한다.

② 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치를 표 한다.

③ 륙과 해양의 이름을 이용하여 치를 표 한다.

④ 이웃한 국가의 치와 련지어 치를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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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 · 선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 자오선은 도와 평행이다.

② 본 자오선의 동쪽을 동반구,서쪽을 서반구라 한다.

③ 30°E는 서경 30도로,40°W는 동경 40도로 읽는다.

④ 도를 심으로 북쪽을 수반구,남쪽을 육반구라 한다.

<PartII>

1.우리 몸이 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무슨 원리

라고 하는가?

① 항상성의 원리 ② 포도당의 원리 ③ 근 성의 원리 ④ 농도의 원리

2.복부-골반 부분의 횡경막 아래에 치하면서 물질 사에서 주요역할을 담

당한다.즉, 리코겐의 장, 구의 분해,단백질 합성,호르몬 생산,

해독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 신체 기 은 무엇인가?

① ② 폐 ③ 심장 ④ 간

3.다음 이자에서 분비되면서 당조 에 루카곤과 함께 쓰이는 호르몬

은 무엇인가?

① 리코겐 ② 인슐린 ③ 랑게르한스섬 ④ 에피네 린

4.포도당 농도가 높을 경우,포도당 농도 조 을 해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

되는 형태는?

① 루카곤 ② 리코겐 ③ 백 구 ④ 에피네 린

5. 액속의 포도당 농도를 높이기 해서 필요한 호르몬은 무엇인가?

① 리코겐 ② 루카곤 ③ 인슐린 ④ 에피네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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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슐린이 부족하여 오 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병은 무엇인가?

① 당뇨병 ② 성인병 ③ 췌장염 ④ 간염

7.간에서 리코겐을 합성하기 해 흡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루카곤 ② 구 ③ 인슐린 ④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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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학습자료 사 사후검사지 교사 타당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를 한

교사 타당화 질문지

이 질문지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

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기 해 개발한 학습자료와 사 사후검

사지에 한 교사 타당화를 받기 해 제작되었습니다.

첨부한 두 가지 학습자료와 사 사후검사지가 연구수행에 있어

하게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이 질문지는 1)연구의 목

소개,2)학습자료에 한 타당화 질문지,3)사 사후검사지에

한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 연구자는 문가이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

다.연구의 편의를 해 본 타당화 과정은 녹음을 진행할 것이며,약 30분

정도 소요될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공

최 효 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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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로필 -

� 성 명 :

� 담당교과명 :

� 학교명 :

� 교육경력 :

이 연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된 학습자료를 통해 학습할 경우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나 등가성에 따라 학습자가 그래픽과 시각자료에

해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정보를 해석하는지에 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

을 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 학습자의 시선추 방법(Eye

Tracking)과 사후,사고보고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양 ,질 자료를 분

석하고자 합니다.수집된 양 질 자료를 심으로 학습자의 읽기 패턴

과정,해석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학습자료와 사 사후검사지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 연구 상 : 학생

□ 학습자료의 내용

-학습자료 1:사회교과의 ‘치를 표 하는 다양한 방법’

-학습자료 2:생명과학1의 ‘항상성 유지’ ‘항상성과 당조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으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학습자료 -

1)학습자료 구성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학습자료의 텍스트는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3)학습자료의 텍스트에서 명확한 표 이 사용되었습니까?

4)학습자료의 그림은 하게 삽입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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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습자료의 그림은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 습니까?

-사 사후검사지 -

1)사 사후검사지의 문항 구성이 학습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2)학생이 학습자료를 읽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각 문항별로 표시된 정답이 정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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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학습자료 사 사후검사지 학습자 타당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를 한

학습자 타당화 질문지

이 질문지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

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기 해 개발한 학습자료와 사 사후검

사지에 한 학습자 타당화를 받기 해 제작되었습니다.

첨부한 두 가지 학습자료와 사 사후검사지가 연구수행에 있어

하게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이 질문지는 1)연구의 목

소개,2)학습자료에 한 타당화 질문지,3)사 사후검사지에

한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도구를 수정하기 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연구의 편의를 해 본 타당화 과정은 녹음을 진행할 것이며,약

30분 정도 소요될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공

최 효 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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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학교명 :

� 학과 공 :

� 학년 :

이 연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된 학습자료를 통해 학습할 경우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련성이나 등가성에 따라 학습자가 그래픽과 시각자료에

해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정보를 해석하는지에 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

을 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 학습자의 시선추 방법(Eye

Tracking)과 사후,사고보고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양 ,질 자료를 분

석하고자 합니다.수집된 양 질 자료를 심으로 학습자의 읽기 패턴

과정,해석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학습자료와 사 사후검사지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 연구 상 : 학생

□ 학습자료의 내용

-학습자료 1:사회교과의 ‘치를 표 하는 다양한 방법’

-학습자료 2:생명과학1의 ‘항상성 유지’ ‘항상성과 당조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으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학습자료 -

1)학습자료의 텍스트에서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2)학습자료의 그림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3)학습자료를 읽는 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사 사후검사지 -

1)각 문항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까?

2)학습자료를 읽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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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

<사후보고 학습과정 구술>

○ 학습하신 내용을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셨는지 설명해주세요.

1.화면이 나타나면,가장 먼 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2.제목/텍스트/이미지로 구분할 때 어떤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 습니까?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3.텍스트를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나요?어떤 방식으로 연상되는

지 설명해주세요.

<내용 이해와 이미지 활용>

1.학습하신 내용은 어려운 편이었습니까?각 부분별로 어려운 정도가 어떠했

습니까?

2.이 학습내용에서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이미지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이미지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각각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5.활용된 이미지 잘못 활용된 이미지가 있습니까?어떻게 하면 더욱

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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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읽기 스타일>

1.자신의 공부하는 방법에 해 설명해주세요.( 를 들어,우선 주차별 제목을

심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배경지식을 습득한 후 교과서를 읽는다

등)

2.자신의 책 읽는 방법에 해 설명해주세요.( 를 들어,책을 처음부터 꼼꼼

히 읽는다, 련 자료의 제목을 흘끔 보면서 키워드를 본다 등)

3.보통 공부하실 때 텍스트를 선호하십니까?아니면 그림이나 표,차트 등의

이미지를 선호하십니까?

4.텍스트-이미지에 한 선호가 학습내용별로 다른가요?다르다면,어떻게 다

른 것 같습니까?

5.공부하실 때 스스로 그림이나 표,차트를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편입니까?

<개인배경>

1.책 읽는 법,즉,독서법이나 속독법에 해 배우신 이 있습니까?

2.공부하는 방법,특히 읽기 방법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3.인터넷에서 웹페이지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을 읽습니까? 을 읽는

방식이 책,PC,모바일기기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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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시선고정(fixations)데이터 시

Partici

pant

Name

Media

Name

Time

stamp

Fixation

Index

Gaze

Event

Duration

Fixation

PointX

(MCSpx)

Fixation

PointY

(MCSpx)

AOI_

제목

AOI_

텍스트

AOI_

그림

P19 PartI_Page3 11533 43 100 347 162 1 0 0

P19 PartI_Page3 11700 44 233 246 134 1 0 0

P19 PartI_Page3 11950 45 217 217 131 1 0 0

P19 PartI_Page3 12200 46 217 334 120 0 0 0

P19 PartI_Page3 12450 47 183 219 124 0 0 0

P19 PartI_Page3 12649 48 250 190 149 1 0 0

P19 PartI_Page3 12932 49 133 268 167 1 0 0

P19 PartI_Page3 13099 50 283 338 180 0 1 0

P19 PartI_Page3 13416 51 83 268 176 1 0 0

P19 PartI_Page3 13532 52 217 378 196 0 1 0

P19 PartI_Page3 13765 53 200 417 180 0 1 0

P19 PartI_Page3 13998 54 183 503 201 0 1 0

P19 PartI_Page3 14282 55 217 198 211 0 1 0

P19 PartI_Page3 14531 56 117 326 234 0 1 0

P19 PartI_Page3 14665 57 133 446 240 0 1 0

P19 PartI_Page3 14831 58 100 512 242 0 1 0

P19 PartI_Page3 15064 59 100 199 266 0 1 0

P19 PartI_Page3 15381 60 133 453 298 0 1 0

P19 PartI_Page3 15547 61 133 514 295 0 1 0

P19 PartI_Page3 15731 62 133 251 311 0 1 0

P19 PartI_Page3 15880 63 150 207 330 0 1 0

P19 PartI_Page3 16080 64 183 449 358 0 1 0

P19 PartI_Page3 16280 65 167 403 351 0 1 0

P19 PartI_Page3 16480 66 333 507 353 0 1 0

P19 PartI_Page3 16830 67 333 407 352 0 1 0

P19 PartI_Page3 17180 68 300 489 364 0 1 0

P19 PartI_Page3 17513 69 233 523 364 0 1 0

P19 PartI_Page3 17879 70 150 187 386 0 1 0

P19 PartI_Page3 18062 71 166 288 401 0 1 0

P19 PartI_Page3 18262 72 100 209 383 0 1 0

P19 PartI_Page3 18595 73 83 280 390 0 1 0

P19 PartI_Page3 18712 74 233 206 380 0 1 0

P19 PartI_Page3 18978 75 67 300 388 0 1 0

P19 PartI_Page3 19112 76 150 814 450 0 0 1

P19 PartI_Page3 19278 77 333 864 403 0 0 1

P19 PartI_Page3 19645 78 250 920 345 0 0 1

P19 PartI_Page3 19911 79 150 856 391 0 0 1

P19 PartI_Page3 20094 80 183 758 325 0 0 1

P19 PartI_Page3 20294 81 100 789 311 0 0 1

P19 PartI_Page3 20444 82 133 938 347 0 0 1

P19 PartI_Page3 20710 83 167 344 329 0 1 0

P19 PartI_Page3 20910 84 83 281 338 0 1 0

P19 PartI_Page3 21027 85 150 435 347 0 1 0

P19 PartI_Page3 21410 86 133 840 319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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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ExploratoryStudyonLearners’Processing

Mechanism forReadingTextandVisual

materialsinaDigitalLearningEnvironment

Hyoseon Choi

Major Advisor: Ilju, Rha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gitallearning materials require a differentreading process and its

consequentchangestoareader’sintellectualactivities.Unliketheprocessof

readingtext-basedprintedmaterials,thereadingprocessofdigitallearning

materialsplacesmoreimportanceon theroleofvisualmaterials.Such

changeisinlinewiththeargumentontheuseofvisualmaterials,not

passively butactively aiding totheunderstanding ofdigitaltextswith

inferences,mentalmodels,activeinterpretationandmodification.Therefore,

whenvisualmaterialsandtextsareprovidedtolearners,itiscriticalto

examinean underlying cognitivemechanism forreading digitallearning

materialstofindabreakthroughinthewayslearningproblemsaresolvedin

adigitallearning environment.In thisvein,thisstudy aimstoexplore

learners’readingprocessanditsunderlyingmechanism from thepointview

ofhumanvisualintelligencewithwhichlearnersaggressivelyrecognizeand

interpretvisualmaterials.Inview ofsuchresearchpurpose,the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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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researchquestionswereproposed.

(1)Whatisalearners’cognitivemechanism forreadingdigitallearning

material?

(2)How doesthereading processandpattern oflearnerschangein

accordancewiththelevelofrelevanceofvisualmaterialswithtexts?

(3)How doesthereading processandpattern oflearnerschangein

accordancewiththelevelofequivalencevisualswithtexts?

In orderto answerthe questions,thereading process and cognitive

processoflearnerswereinvestigatedthroughaliteraturereview.Moreover,

learners’eyemovementwasrecordedusinganeye-trackingmethodwhile

theywerereadingdigitallearningmaterialswithtextsandvisualmaterials,

and additionaland supplementary data were later completed through

retrospectivereportsandinterviews.Thenumberofresearchparticipants

weretwentysevenuniversitystudents,howeverduetoalackofdataon

theeyemovementsofthreeparticipants,thedataoftwentyfourparticipants

wereanalyzedforthepresentstudy.Theparticipantsweregiventwosets

oflearningmaterials:LearningMaterials1withvisualsthatwere‘absolutely

relevant’,‘relevant’and‘irrelevant’totextsandalsoLearningmaterials2

withvisualsthatwere‘equivalent’and‘non-equivalent’totexts.Theeye

movementsoftheparticipantsweretrackedduringreadingandinterviews

wereheldafterthereading.Therewasaqualitativeanalysisby three

coders,includingtheresearcher,ofthedatacollectedbytheeye-tracking

methodtoexplaintheparticipants’readingprocess,alongwithareview of

eye-fixationtimeandcount,andeye-movementprobabilitiesandfrequency.

Intheend,theprocessofreadingandintellectualactivitieswereexplored,

andtheelementsofintellectualactivitiesweretakenouttoexaminethe

cognitivemechanism.

Thefindingsofthestudyaresummarized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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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refourreadingpatternsamongtheparticipantsaccordingtotheir

useofvisualaidssuchas‘contextrecognition’,‘contentcomprehension’,

‘content summarization’, ‘non-use of visual materials’. Most of the

participantswereshowingthereadingpatternof‘contextrecognition’and

‘contentcomprehension’.Inaddition,accordingtothedataoneye-movement

probabilities,theparticipants’eyestendedtomoveontothetextslastafter

readingotheritemsintheirsight.

Inthecaseofabsolutelyrelevantvisuals,theparticipantsappearedtofully

makeuseofthem whilefixating theireyeson both textsand visual

materialsforalongtime.Ontheotherhand,inthecaseofirrelevantvisual

materials,theyspenttheleastreadingtimeandappearedtoreadthetexts

withoutusingthevisuals.Intermsoftheeye-movementprobabilities,the

participantsshowed thehighestprobabilitieswhen they weregiven the

absolutelyrelevantvisualmaterials.However,whentheparticipantswere

giventheirrelevantvisualmaterials,theireyesweremostlikelytomoveto

the margins.In addition,when both texts and visualmaterials were

absolutelyrelevant,theireyesstayedonthem forthelongest,andtheir

eye-fixationtimetendedtodropintheorderoftherelevanceofvisual

materials.

Whentheparticipantsweregiventhevisualmaterialsthathadinformation

oftheirequivalencetotexts,theywereshowntobeactivelyusingthe

visualmaterialsandperusingboththetextandvisualmaterialsforalong

time.Furthermore,whentherewastoolittleortoomuchinformationinthe

visualmaterialswithregardtotexts,theparticipants’eyesmovedtofind

informationthatismissing.Inotherwords,theytendedtoexplorepartof

theinformationwhichwasneitherprovidedinthevisualmaterialsnorthe

textsinordertostrikeabalanceofinformationbetweenthetextandvisu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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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 up the aforementioned research findings and discussion,the

learners’processingmechanism forreadingdigitallearningmaterialswith

textsandvisualslargelycomprisesthreestages.Thefirststageisthestage

before learners begin reading the full text. Here, learners begin

understandingthetopicathandwiththeirpriorknowledgeandexperience,

andform aninitialmentalmodelwithvisuals.Duringtheprocess,they

engageinmeta-cognitiveactivitiestoregulatetheircognitiveefforts.

Thesecondstageisthestagewheretheinitialmentalmodelgetsrefined.

Learnersreadtext,checkthecontentswithvisualmaterialsandprocessthe

collectedinformationwhilefillingoutspecificsofthevaguementalmodel.In

theprocess,thementalmodelbecomesmoresophisticated.

Thefinalstageisthestagewherelearnersverifytherefinedmental

model.Learnerscheck whetherthementalmodelin theirheadsisthe

correctmentalmodelbycomparingitwithtextandvisualmaterials.By

doingso,theysolidifytheirlearning.Theroleofvisualmaterialsineach

stage include contextual priority setting, relevance checking and

synthesization,andthefollowingfigureshowsimportantteaching-learning

elementswhichneedtobeconsideredforeachstage.

Inconclusion,inthelightoftheresearchfindings,therewasadiscussion

onthetheoreticalimplicationsoftherelevanceandequivalencebetweentext

andvisualmaterialsandbetweenprocessandmechanism forreadingdigital

materialapplication of instructional,and message designs with visual

materials.Basedonthediscussion,afew suggestionsforfutureresearch

havebeen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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