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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정보처리 과정에 의하면 학습자에게 언어 정보만 제공하는 것보다 

언어 정보에 더해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 일 

수 있다(Mayer, 2005). 과거에는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를 높이기 해 활

용하는 시각  자료로서 정지된 그림이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장에서는 컴퓨터와 각종 스마트기기가 교실에 보 되면서 정지된 

그림 신 애니메이션 자료를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생생하

고 역동 인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이란 인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애니메이션이 과연 이러한 

역동 인 학습과정을 보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늘날 교육에서 매우 

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도입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면 애니메이션을 단순히 도입하는데 만족하지 않

고 애니메이션 자료가 재 소에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

지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을 수업에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용하는 것이 학습 내용에 한 학습자의 흥미를 진시키고 학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애니메이션에서 유발된 흥미와 학습에 한 낮은 체감 난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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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수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그동안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일 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가 지지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림이 애니메이션보다 더 높은 학습효과를 보 다.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풍부한 정보의 제공과 

인지부하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이 학습에서 정 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그림이 구 해낼 수 없는 상의 

움직임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학습에서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이면서 

유의미 학습에 인지  노력을 투입도록 만든다는 에서 학습 내용에 

한 깊은 수 의 이해를 진한다고 보는 것이다(Höffler & Leutner, 

2007).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와 달리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 

역시 존재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지식착각과 수행의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Awan & Stevens, 2006; Schnotz & 

Rasch, 2005; Schnotz & Rash, 2008; Paik & Schraw, 2013). 

애니메이션을 통해 과제를 학습한 집단은 그림 집단에 비해 실제보다 

자신의 수행을 높게 측하 으며 수행 수  역시 더 낮게 나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 분석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상반된 효과는 과제 유형의 

차이가 반 된 결과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일반 으로 애니메이션의 

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학습의 단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차 인 학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선형 과제)가 많았고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확인 연구에서는 학습의 단계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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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되지 않고 복잡한 인과구조를 가지는 과제(비선형 과제)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에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 과제 

유형이 매우 요한 변인임을 확인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애니메이션, 그림)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보고자 

하 다. 한 그동안 연구에서 수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테스트가 단순 

기억 테스트로 한정되어 있다는 을 고려하여 테스트 유형 역시 

분석에서 요한 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유형을 다양화하여 기억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 으며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추가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소재의 학에 재학 인 총 220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분석에서는 206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때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은 집단 간 변인이지만 

테스트 유형은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이 실시되었다. 

먼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학습 방식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집단은 

그림 집단 보다 더 높은 지식착각 수 과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니메이션이 학습자로 하여  과제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을 실제보다 높게 지각하게 만들며 학습에 필요한 

인지  노력을 감소시키고 소극 인 사고 과정과 정보 처리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테스트 유형을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로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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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착각과 련해서는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가 기억 테스트보다 이 테스트에서 

극 화되었으며 수행에서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는 이 테스트 

상황에서만 유효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상황보다 학습 내용에 한 깊은 수 의 이해를 

요하는 상황에서 극 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 요 어 : 애니메이션, 그림, 지식착각, 수행, 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

학   번: 201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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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목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가 교실에 보 되면서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를 높

이기 해 활용되는 시각  자료 역시 변화하 다. 과거에는 시각  자료

의 제공이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그림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이

루어졌다면 오늘날 교육에서는 애니메이션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함으

로써 좀 더 생생하고 역동 인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달할 수 있게 되었

다. 

애니메이션의 활용은 정지된 임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추가

으로 제공하고 보다 역동 인 수업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에서 매

우 정 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 날 교육 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언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활용

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극 화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심각하게 고

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애니메이션을 극 으로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애니

메이션이 학습에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학습의 체감 난이도를 낮출 수 있

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그림을 통

해 과제를 학습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높은 흥미를 보 으며 

과제의 난이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열, 박주용, 2012; 

Paik & Schraw, 2013; Rieber, 1991).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서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실제 높은 수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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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jok(1994)에 따르면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바람직

한 어려움(desirable difficulty)으로 작용하여 과제를 보다 심화된 수 에서 

처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학습에 극 으로 여하고 있다는 메

시지가 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 효과를 비교한 몇몇 연구들은 애니메이션의 

학습 효과가 그림의 효과보다 우세할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과 달리 애니

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은 

학습자로 하여  실제로 자신이 아는 것보다 과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는 믿음을 심어 주어 학습에 한 과확신(overconfidence)을 형성하게 만

들  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인지  노력을 감소시키고 소극 인 정보 

처리(passive information processing)를 유도하여 불완  학습에 이르게 

할 수 있다(Awan & Stevens, 2006; Hegarty, 1992; Metcalfe, 1998; Paik 

& Schraw, 2013; Rozenblit & Keil, 2002; Schnotz & Rasch, 2005; 

Schnotz & Rash, 2008).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확증하기에는 이르다. 그동안 애니

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일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으며 연구에서 ‘학습 효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연구에 따라 상

이하 다. 한 실험에서 사용된 과제의 유형과 테스트의 유형 역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연구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이해

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연구를 종합하여 

학습의 효과를 지식착각과 수행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과제 유형과 테스트 

유형을 다양화 하여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 다. 이러

한 시도는 보다 통합 인 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도입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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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단순히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들 

자료가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면 하게 살펴보고 재

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이란 인지  갈등을 겪는 과정에

서 새로운 이해와 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애니메이션이 과연 이러한 역동 인 학습 과정을 보조할 수 있

을지 여부는 오늘날 교육에서 매우 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애니메이션이 수업에서 히 활용되기 

해 필요한 제조건을 면 히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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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문 제

본 연구의 목 은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과제 유형은 명확한 

단계와 순차 인 학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선형 과제와 학습의 단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인과구조를 가지는 비선형 과제로 구분하 다. 

한 학습 방식은 학습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구 해주는 

애니메이션 학습 방식과 상의 움직임 머릿속에서 스스로 구 해야 

하는 그림 학습 방식으로 구분하 다. 이때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은 

모두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s)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테스트 

유형은 집단 내 변인(within-subject)으로 설정되어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를 경험하도록 하 으며 종속 변인이 

되는 지식착각과 수행이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 상황에서 모두 

측정될 수 있도록 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과제 유형(선형, 비선형)에 따라 학습 방식(애니메이션, 그

림)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가?

연구문제 2. 과제 유형(선형, 비선형)에 따라 학습 방식(애니메이션, 

그림)과 테스트 유형(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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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 요  변 인의  설 정   정 의

본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 과제 유형, 학습 방식, 지식착각, 수행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 다. 주요 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지 식 착 각  

지식착각은 과제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을 실제보다 높게 지각하여 자

신의 이해 수 을 과  추정하는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Bjork, 

Dunlosky, & Kornell,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지식착각의 지

표로 많이 활용하는 보정(calibration) 지수를 활용하여(Winne, 2011) 지식

착각 수 을 측정하도록 하 다. 

보정 지수는 정답률을 물을 때 0-100%로 답하도록 하여 이를 평균한 

값에서 실제 정답률을 빼서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정 방법을 사용

해 산출된 모든 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양(+)수로 

나왔을 경우 자신의 이해 수 을 실제보다 과 평가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  수 행  

수행은 사실  지식의 습득, 이해의 정확성, 이해의 속도, 용의 정확성, 

용의 속도, 과제 지속 시간 등 다양하게 정의되며 크게 정확성과 속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Ke, Huifen, & Ching, 2006).

Ke와 Huifen, 그리고 Ching(2006)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행을 

시간의 측면에서 정의하 던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과 그림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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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수행을 정확성으로 정의하 을 때 두 

수행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시간과 문제 풀이 시간에 제한을 두어 수행에서 시간 변인을 통제하고 

정확성의 측면에서 수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때 구체 인 

수행의 정의를 사실  지식의 습득과 이해의 정확성, 그리고 용의 

정확성으로 설정하도록 하 다. 

다 .  과 제  유 형  

과제 유형은 명확한 단계와 순차 인 학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선형 

과제와 학습의 단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인과구조를 가지는 비선형 

과제로 구분된다. 선형 과제는 Mayer와 Anderson(1991)의 연구에서 

활용된 자 거 타이어 펌  과제를 연구 목 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 으며 비선형 과제로는 Hegarty와 Kriz, 그리고 Cate(2003)가 

연구에서 사용한 변기 수조 과제를 활용하 다.  

 

라 .  학 습  방 식  

학습 방식은 학습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구 해주는 애니메이션 

학습 방식과 상의 움직임 머릿속에서 스스로 구 해야 하는 그림 학습 

방식으로 구분하 다. 애니메이션과 그림은 공간 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에서 동일하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림과 달리 시간에 따라 상의 

움직임이 변화 한다는 에서 차별 인 특성을 지닌다(Paik & Schraw, 

2013; Schnotz & Low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 

학습 방식의 차이는 기계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표상되느냐 아니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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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그 외의 모든 조건은 최 한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 다. 

마 .  테 스 트  유 형  

테스트 유형은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로 구분된다. 기억 테스트는 

학습자의 사실  지식 습득 수 을 평가하기 해 활용된 테스트이며  

이때 기억 테스트는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이름과 역할을 묻는 

객 식으로 문항과 기계가 작동하는 차를 모두 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 테스트는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해 활용되었으며 

측정 문항은 기계가 오작동하게 되는 원인을 진단하는 문제와 오작동을 

측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의 유형이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로 구분되기 

때문에 측된 정답률과 실제 수행 역시 각각의 테스트에서 모두 측정되

며 이때 산출된 지식착각 수  역시 각 테스트 유형 별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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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배경

1 .  시각  자료의 효과  

이  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에 의하면 학습자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두 가지 시

스템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비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

템으로 구분된다.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을 읽거나 들을 때 

활성화 되며 비언어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은 그림과 같은 시공간  정

보를 부호화할 때 활성화 된다. 이때 두 시스템은 각각 언어  정보와 비

언어  정보를 부호화할 뿐만 아니라 참조  연결(referential connections)

을 통해 두 정보가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온 히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Clark & Paivio, 1991; Paivio, 1990, 1991). 

 Mayer, Heiser, 그리고 Lonn(2001)은 이  부호화 이론을 정보처리 이

론 에서 더 정교화 하여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

는지 설명하 으며 이때의 과정을 이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명명했다. 이

 정보처리 과정에서는 제시된 정보가 감각 기억과 작업 기억을 거처 장

기 기억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먼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가 제시되면 이들 정보가 청각 기억과 시각 기억에 각각 입력

된다. 이때 감각 기억에 입력된 모든 정보들이 작업 기억으로 처리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에서 선택  주의 집 을 통해 선별된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만이 작업 기억에서 처리된다. 작업 기억에서 두 정보는 조직화 과정

을 거처 규칙과 범주에 따라 도식화되며 조직화된 정보는 장기 기억에 

장되어 있는 사 지식의 향을 받아 유기 으로 통합된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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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처리 과정에 의하면 학습자에게 단일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하

는 것보다 다  양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 일 수 

있다(Mayer, 2005). 학습자에게 언어  정보만 제시하여 학습을 실시하는 

것보다 언어  정보에 더하여 시각  심상을 함께 학습에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고 할 때, 심상 정보로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은 언어  방식

으로 달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때 애니메이션은 상

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 시각  이미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림은 상의 움직임에 변화가 없는 정지된 시각  이미지를 

뜻한다(Paik & Schraw, 2013). 

그런데 이때 모든 시각  자료가 언어  정보에 더해졌을 때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활용 목 에 따

라 이들 자료가 학습을 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그림은 학습에 활용되는 목 에 따라 두 가지 기능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  학습 내용과 직 으로 련되어 학습자의 정

교화 된 이해를 진시키기 해 활용되는 것이 있으며 학습 내용과 직

인 련은 없지만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해 삽입된 것이 있다(나

일주, 성은모, 2007; 최 열, 박 용, 2012; Carney & Levin 2002; Mayer, 

[그림 1] 이  정보처리 과정(May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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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ayer와 Anderson(1991)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에서 나 이션과 애니메

이션이 함께 제공될 때 학습 자료로 나 이션만 제공되었을 때보다 높은 

수행 수 을 보 으며 이때의 효과는 나 이션과 애니메이션이 시간차를 

두고 제시되는 것보다 동시에 제공되어 두 정보를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

을 때 극 화되었다. 한 나일주와 성은모(2007)의 연구에서도 텍스트와 

상호 련성을 보이는 그림 정보가 학습 자료로 제시될 때 과제에 한 

학습자의 이해 수 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에서 

시각  자료가 배우는 내용과 한 련성을 보일 때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각  자료가 학습과 한 련성을 보일 때 이들 자료를 통해 학습

자가 형성한 심  모형(mental model)은 언어  정보에서 도출된 명제  

표상(propositional representation)과 통합되어 학습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시각  자료를 통해 심  모형을 구성하려면 다음의 

차를 따라야 한다(Kriz & Hegarty, 2007; Narayanan & Hegarty, 1998). 

첫째, 학습 상의 세부 요소에 주의를 집 하여 학습의 기본이 되는 세

부 요소들을 학습해야 한다. 를 들어 기계의 작동원리를 시각  이미지

로 학습할 때 먼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품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기계의 모든 작동 과정

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작동에서 가장 기 가 되는 부품들을 제

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 자료를 세부 요소로 나 어 

찰할 때 향을 미치는 사고과정에는 하향식(top-down) 사고방식과 상향

식(bottom-up) 사고방식이 있다. 이때 하향식 사고방식은 장기기억 속에 

장된 사  지식을 바탕으로 반 인 학습 자료에서 요한 세부 요소

가 무엇인지 지각하는 과정이며 하향식 사고방식은 주어진 그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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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여 지는 시각  단서, 컨  색깔이나 형태의 차이를 바탕으

로 학습 상의 세부 요소를 인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각각 학습하 던 세부 요소들 간의 련성을 악하고 이들을 

체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기계의 작동원리에 한 심  

모형을 구성할 때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각각 학습한 후, 부품들이 서

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악하여 체 그림으로서 기계를 표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도 사  지식은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컨  사  지식을 통해 부품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정보들은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 추론할 때 매

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셋째, 시각  정보와 함께 제공된 자료를 학습에 참고하여 학습 상에 

한 이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호화 이론과 인지부

하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단일 양식보다는 다  양식으로 정보를 처리

하는 것이 효과 이다. 따라서 그림과 함께 나 이션이나 텍스트와 같이 

언어  정보가 학습에서 함께 제공될 때 학습 상에 한 심  모형을 

보다 잘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세부 요소들의 인과 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단

계에서는 단순히 세부 요소들 간의 련성을 악하는 것이 요한 과제

지만 본 단계에서는 세부 요소들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의 방향성을 인

식하는 것이 요청된다. 컨  기계 작동원리를 학습할 때 부품들이 어떤 

련성을 보이는지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들 부품이 어떤 인과 계를 가

지고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지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여러 인과 계들이 모여 학습 상에 한 역동 인 심  모형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  자료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인과 계를 개별 으로 학습하 다면 본 단계에서는 각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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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가 유기 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

는지 악하는 데 목 이 있다. 기계의 핵심 움직임에 여하는 여러 하부 

시스템의 작용을 개별 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온

히 이해할 수 없다. 기계의 작동 원리를 제 로 학습하기 해서는 하부 

시스템들이 어떻게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기계의 체 움직임에 여하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 으로 학습한 여러 인과 계를 기

반으로 역동 인 심  모형을 형성하는 것은 학습 상을 온 히 이해하

는 데 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심  모형을 형성하는 데 애니메이션과 그림  어떤 

시각  정보가 효과 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öffler 

& Leutner, 2007). 애니메이션과 그림은 공간과 시간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 먼  공간  특성 측면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은 모두 공

간 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공간 정보는 이차원 (two-dimensional) 

혹은 삼차원 (three-dimension)으로 제시되거나 실제 실과 동등한 수

에서 구 되기도 한다. 반면 시간의 차원은 애니메이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며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구분 짓는 요한 특성이다. 시간에 

따라 상의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 그림과 달리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흐

르면서 상의 움직임도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Schnotz & Lowe, 2008; 

Paik & Schraw, 2013).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는 일 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 편에서는 그림보다 애

니메이션이 학습에 정 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Höffler & Leutner, 2007; 

Ke, Huifen, & Ching, 2006) 다른 한 편에서는 이와 정 반 로 애니메이션

보다 그림이 학습에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chnotz & 

Rasch, 2005; Paik & Schra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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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효과 비교  

시각 자료로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시각  자료

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에 투입되는 인지  노력의 수 이 달

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Narayanan & Hegarty, 1998; 

Höffler & Leutner, 2007). 애니메이션의 정  효과와 부정  효과는 모

두 인지부하 이론(cognitive load theory)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인지부하 

이론에서는 인지부하를 학습에 투입한 인지  노력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인지부하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외재  인지부하(extraneous cognitive 

load)와 내재  인지부하(intrinsic cognitive load), 그리고 본유  인지부하

(germane cognitive load)로 구분하 다(Pass, Renkl, & Sweller, 2003; 

Sweller, 1988, 1999, 2005). 

외재  인지부하는 과제의 난이도와 상 없이 비효율 인 교수설계 때문

에 발생하는 부하로, 자료가 달되는 방식이나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활

동을 달리하게 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한 외재  

인지부하는 학습자들로 하여  학습에 불필요한 인지  노력을 투입하도

록 만든다는 에서 효과 인 교수설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사 에 통제되

어야 한다. 

반면 내재  인지부하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지부하로, 

과제를 수행하기 해 처리해야 할 학습요소가 많을 경우 투입되는 인지

 노력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내재  인지부하는 과제의 난

이도와 과제에 한 개인의 문성에 향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에 상

으로 인지부하의 수 을 조 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유  인지부하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확장할 때 유발되는 인지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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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지부하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확장시키는 정 인 인지부하이며, 

학습에서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명자, 황진석, 2007; Mayer, 

1999; Pass, Renkl, & Sweller, 2003).  

인지부하 이론의 기본 가정은 장기기억 용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학습자

가 새로운 개념을 획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업기억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상황에서는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 내에서 외재

 인지부하를 최소하여 학습과정에 불필요한 인지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본유  인지부하의 유발을 자극하는 교수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지부하 이론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설명할 때 쟁 이 되는 사항

은 애니메이션이 외재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고 본유  인지부하를 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다음 에서는 인지부하 이론의 에

서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와 부정 인 효과가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가.  애니메이션의 정  학습효과

Mayer(2002, 2005)는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10가지 설

계 원리를 제안하며 반복 인 검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 다. 이때 

Mayer가 제시한 설계 원리는 외재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고 내재  인지

부하를 하게 리하며 본유  인지부하를 진시키는 방법으로 나

어 설명되었다(Mayer & Moreno, 2003). 

먼  외재  인지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응집성 원리(coherence 

principle), 복 원리(redundancy principle), 신호 원리(signaling principle), 

공간  인 성 원리(spatial contiguity principle), 시간  인 성 원리

(temporal contiguity principle)가 제시되었다. 응집성 원리와 복 원리를 



- 15 -

통해서는 애니메이션에서 학습 내용과 련 없는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 이며 설령 학습과 직 으로 련된 내용이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시각과 청각 정보로 두 번 제시하여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신호원리와 공간  인 성 원

리, 시간  인 성 원리에서는 학습자들이 핵심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요정보를 강조하여 제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시간 , 공간 으

로 가깝게 제공할 때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일 수 있다고 보았다. 

Höffer와 Leutner(2007)가 1973년에서 2003년 사이에 출 된 26개의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학습에서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그림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

한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애니메이션이 학습자의 이해를 진시키는 방식

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극 화되는 경향을 보 다. 를 들어 학습 내용과 

직  련된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representational animation)과 그림

(representational picture), 그리고 학습 내용과 상 없이 단순히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해 사용되는 애니메이션(decorational animation)의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학습에서 애니메이션이 그림보다 효과 인 것은 애

니메이션이 학습과 직 인 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었다(Carney 

& Levin, 2002). 

이러한 결과는 애니메이션이 매력 인 군더더기(seductive details)로 작

용할 시에는 부 한 인지부하를 유발하여 학습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응집성 원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이 학습과 직 으로 련

성이 있는 부분에서  제공될 경우 학습에서 외재  인지부하를 효과 으

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으로 내재  인지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분 화 원리

(segmenting principle)와 사  훈련 원리(pre-training principle)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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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때 분 화의 원리는 학습 자료를 연속 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

자가 통제할 수 있는 단 로 정보를 나 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사  훈련 원리에 의하면 학습자가 사  훈련을 통해 학습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인지부하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게 

된다.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에는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내재  인지부하 

측면에서 애니메이션 집단과 그림 집단이 상이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가령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보고한 연구 에서는 그림을 통

해 학습하는 집단에게는 종이에 인쇄된 그림이 제공된 반면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실시되어 애니메이션 학습 조건에서 연구

가 불리하게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Hegarty, Kriz & Cate, 2003; Mayer, 

Hegarty, Mayer, & Campbell, 2005). 이 게 되면 그림을 통해 학습하는 

집단은 자유자재로 시선을 옮기며 원하는 부분에 선택 으로 주의를 집

할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할 경우에는 학습 자료가 연속 으

로 화면에 제시되어 학습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단 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

문에 내재  인지부하가 증가하게 된다(Mayer & Chandler, 2001; Mayer, 

Dow & Mayer, 2003; Paik & Schraw, 2013). 따라서 이 게 처치 조건이 

상이한 연구에서 밝 진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는 애니메이션 그 자체

가 학습에 부정 이기 보다는 잘못된 연구 설계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유  인지부하를 진시키기 해 애니메이션에 용될 수 

있는 원리로는 멀티미디어 원리(multimedia principle), 개인화 원리

(personalization principle), 안내된 활동 원리(guided activity principle), 피

드백 원리(feedback principle), 자기설명 원리(self-explanation principl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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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 으로 멀티미디어 원리는 시청각 채 을 모두 사용하여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개

인화 원리는 학습 내용이 격식을 차린 방식보다 친숙한 방식으로 달되

었을 때 극 인 학습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 원리이다. 마지막으

로 안내된 활동 원리와 피드백 원리, 그리고 자기 설명 원리는 상호작용과 

피드백, 자기 질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검할 수 있도록 

도와  때 본유  인지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Mayer(2008)에 따르면 합한 설계 원칙에 따라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활용할 경우, 학습에 필요한 본유  인지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단순 암기보다 깊은 수 의 이해를 요하는 학습에서 

극 화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지원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인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애니메이션은 메타인지 모니터링 측면에서 그림 학습에 비해 더 효

과 일 수 있다. 그림 학습에서는 과제에 한 이해 수 을 단할 때 자

신이 내 으로 표상한 상의 움직임이 단의 기 이 된다. 따라서 정지

된 그림에서 상의 움직임을 잘못 표상했을 경우, 학습 내용에 한 이해

를 검하는 과정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학습

자가 자신의 이해 수 을 스스로 검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애니

메이션이 자동으로 구 해낸 상의 움직임은 학습 내용에 한 이해 수

을 단할 때 좀 더 정확한 단의 기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yres & Paas, 2007; Lewalter, 2003; Mills & Keil, 2004; Rozenblit & 

Keil, 2002). 

한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본유  인지부하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애니

메이션이 활성화 기능(enabling func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 이때 활성화 기능은 Vygotsky(1963)의 근 발달 역(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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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에 기반 한 것으로, 스스로 풀 수 없

는 문제에 한 도움이 제공되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역시 학습에서 효과 인 도움으로 작용하여 본유  인지부하

를 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chnotz와 Rash(2008)에 따르면 학습자가 그림을 보며 혼자서는 처리하

지 못했던 정보 처리 과정을 애니메이션이 구 해주었을 경우, 과제에 

한 학습자의 이해 수 이 향상 될 수 있다([그림2]) 를 들어 학습자가 심

 회 (mental rotation)을 통해 상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림을 통해 학습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

습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meaningful learning)을 진시킬 수 있다

(Schnotz & Rasch, 2005). 

[그림 2] 애니메이션의 활성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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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애니메이션의 부정  학습효과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를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달리 애니메

이션이 학습자의 과제 이해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

도 다수 존재한다. Höffler와 Leutner(2007)의 연구에서 애니메이션이 그림

에 비해 학습효과가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이들의 연구는 2003년 

이  연구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3년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림이 애니메이션보다 학습에서 더 효

과 이라고 보고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Awan & Stevens, 2006; Paik & 

Schraw, 2013; Schnotz & Rasch, 2005; Schnotz & Rash, 2008).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가 인지부하 이론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 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 역시 인지부하 이론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부정 인 효과는 애니메이션이 본유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애니메이션이 본유  인지부하를 감소

시키는 이유는 지식착각의 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지식착각은 과제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을 실제보다 높게 지각하여 과

 추정하는 상으로(Bjork, Dunlosky, Kornell, 2013), 과제에 한 후속 

노력의 투입을 방해하고 학습자를 불완  학습에 이르게 한다는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Mills와 Keil(2003)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은 외부의 지원

을 받아 과제를 학습할 때 외부의 도움 때문에 과제를 이해한 것이 아니

라 온 히 자신의 힘만으로 과제를 학습하 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애니메이션이 학습을 지원하는 외부 도

움이라면 학습자들은 애니메이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과확신 경향성

은 지식착각의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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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서 지식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창성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창성 효과에 한 일반 모형(a general model of fluency effect)에 

따르면 정보처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창성이 역 특수 인 의사결과 과

정에(domain-specific judgment) 요한 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유창

성(fluency)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편안함(cognitive ease)

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역 특수  단에는 자신감, 선호도, 진실, 이해 

등 다양한 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서 인지  편안함을 경험하게 될 경우, 보는 것들이 부분 좋게 느껴지고 

재 상태가 친근하고 진실 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반 로 단 과정

에서 인지  어려움을 경험한 상태라면 단순히 모든 상황을 정 으로 

단하지 않고 좀 더 분석 인 에서 상황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인지  편안함과 인지  어려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학자 

마다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 으로 부분의 학자들이 제시하

는 인지  편안함의 정의는 정보처리의 수월성과 련이 되어 있는 개념

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지  과제는 정보처리의 수월함과 어려움의 연

속체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정보처리의 수월함에 상응하는 메타 인지  경

험을 인지  편안함이라 하고 정보처리의 어려움과 상응하는 메타 인지  

경험을 인지  어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다(Alter & Oppenheimer, 2009). 

구체 으로 인지  편안함과 인지  어려움을 설명하는 개념  구성 요

소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언 할 수 있다(Mussweiler, 2003; Whittlesea 

& Williams, 2000). 첫째 인지  편안함은 인지  어려움에 비해 정  

정서와 한 련이 있다. 즉, 인지  편안함은 무엇인가가 막힘없이 잘 

흘러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경험이며 이때 발생하는 정 인 정서는 

재의 인지  상태가 정 이라는 피드백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인지  

편안함과 인지  어려움은 정신  조작의 산물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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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막힘없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는 인지 인 편안함으로 볼 수 

없으며 두드러진 문제없이 심리 으로 편안한 상태가 정신  활동을 기반

으로 발생할 때, 이를 인지  편안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인지  편

안함과 어려움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향을 받아 형성되는 개념이다. 어

떤 정신 인 조작이 쉽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의 경험

에 비추어서 단한 개념으로, 자의 경우 인지  편안함을 의미하고 후

자의 경우는 인지  어려움을 의미한다. 넷째, 인지  편안함과 인지  어

려움은 과제의 난이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학습자는 인지  

편안함을 경험할 때 과제의 난이도를 낮게 지각하고 인지  어려움을 경

험할 때, 과제의 난이도를 높게 지각한다. 다섯째, 인지  편안함과 인지  

어려움의 경험은 메타 인지  작용을 유발한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메타 

인지  작용은 인지  편안함과 어려움에 한 귀인과 해석과정을 의미한

다. 가령 학습자가 인지  편안함을 경험할 때, 이러한 인지  편안함이 무

엇 때문에 발생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해서 탐색하는 

활동이 자동 으로 발생한다. 

유창성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천이 존재하지만 부분 선행연구에서는 낮

은 수 의 인지처리 과정에서 유발된 유창성을 연구한 경우가 많았다. 가

령 단어를 반복 으로 노출하여 자극 단어에 한 익숙함이 증가되거나 

텍스트에서 자가 크고 선명하게 제공되어 해당 내용을 좀 더 시각 으

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때 유창성이 유발될 수 있다(Topolinski, 2012; 

Topolinski & Strack, 2009). 한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본문에 배치하여 

자가 쉽게 지각되면서 의 친숙성을 높이고 유창성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Whittlesea & Williams, 1998). 

반면 본문에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어 자극에 한 신기성이 높아지거나 

자의 선명도를 낮추어 본문의 내용을 시각 으로 쉽게 지각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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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창성 경험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본문에 배치하 을 경우, 의 내용을 인식하기 

해서 추가 인 인지  노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에 한 인지  어려

움이 증가될 수 있다. 

 유창성은 단순히 지각 인 수 에서 유발되지 않고 보다 상  수 의 

인지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경우도 있다. 정보의 부호화가 쉽게 처리되거

나 정보가 빨리 인출될 때 인지  편안함이 유발될 수 있다(Hertzog, 

Dunlosky, Robinson, & Kidder, 2003; Tversky & Kahneman, 1974). 즉, 

정보의 부호화나 정보의 인출이 쉽게 처리될 때 인지  편안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 로 정보의 부호화나 정보의 인출이 어렵게 처리될 때 인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한 드물게 연역  사고와 같이 고차원 인 

인지  처리 수 에서 인지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유창성의 효과는 지각 인 수 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

으로 드러났다(Topolinski, 2012). 

  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발음하기 쉬운 단어, 반복  제시, 

자체의 선명함 등을 조작하여 유창성 수 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육상황에서는 유창성 자체가 단순히 지각  수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수 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각 인 

조작을 통해서 유창성을 유발하는 과제보다 상 으로 깊은 수 의 인지 

처리를 요하는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창성에 한 논의는 애니메이션 학습상황에서도 같이 용될 수 있

다. 애니메이션이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구 해주는 과정에서 학습자

는 유창성을 경험하기 쉽다(Alter & Oppenheimer, 2009; Alter, 

Oppenheimer, Epley, & Eyre, 2007; Koriat, 1997). 이때 애니메이션 학습

에서 경험한 유창성은 정지된 그림을 통해 어렵게 상의 움직임을 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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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떠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장면들을 애니메이션이 신 구 해주

었을 경우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인지  편안함을 의미한다(Alter & 

Oppenheimer, 2009; Unkelbach & Greifeneder, 2013). 따라서 그림을 통해 

학습이 진행될 경우 학습자들은 애니메이션 학습에서처럼 유창성을 경험

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상의 움직임을 스스로 표상하는 과정에서 인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Serra & Metcalfe, 2009).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경험한 유창성은 단순히 지각 인 수 에서 유발되

는 유창성 경험이 아닌 공간  추론(spatial reasoning) 과정에서 유발된 

인지  편안함이라고 볼 수 있다. Alter와 Oppenheimer(2009)에 따르면 공

간  추론에 기반 한 유창성은 상  인지수 에서 유발된 인지  편안함

이라고 보았다. 공간  추론 유창성은 심  회 이나 정신  변형(men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발생한 유창성으로, 단순히 화나 반복 인 노

출을 통해 정보가 쉽게 지각되는 것을 넘어서 보다 깊은 수 의 인지 처

리를 요하는 과제에서 발생한 인지  편안함인 것이다(Topolinski, 2013; 

Unkelbach, 2006).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경험한 인지  편안함은 다양한 유창성 경험이 여

러 의사 결정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처럼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한 

스스로의 이해 수 을 평가할 때 요한 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애

니메이션 학습 상황에서는 유창성의 경험을 학습 내용에 한 성공 인 

이해와 결부시키기면서 학습한 내용을 모두 잘 이해했다고 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유창성은 학습 내용에 

한 이해 수 을 단할 때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 으로 지식

착각을 유발하게 된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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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zenblit과 Keil(2002)은 학습자들이 기계의 작동원리에 해 학습할 때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얼마나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지를 바탕으로 자

신의 이해 수 을 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기계의 작

동원리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상호작용

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들 부품이 어떻게 기계의 핵심 인 움직임을 구

해낼 수 있는지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가 움직이

는 모습을 시각 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해서 기계의 작동원리를 잘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복잡한 기계는 계  시스템으로 작동하

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에 의존하여 기계의 움직임을 선형 으로 

따라가는 것은 기계의 작동원리를 표면 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컨  Hegarty와 Kriz, 그리고 Cate(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기 수

조 과제에서는 변기를 작동하게 하는 두 가지 하부 시스템이 존재한다. 물

을 수조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과 물을 수조 안으로 유입하는 시스템 간

의 역동 인 상호작용이 체 변기 수조의 작동을 조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기 수조의 작동원리를 제 로 이해하려면 하부 시스템 간의 역

동성을 정확히 악해야 한다. 이를 해 학습자는 반복해서 이  단계를 

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어떤 단계를 이해하려면 그 이후의 단계에 주

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의 단계에 주목해서 이 의 흐름을 악해야 

하는 것이다(Hegarty, 2000). 즉, 유입 단계를 이해하려면 배출 단계를 다

[그림 3] 애니메이션에서 지식착각이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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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확인하고 이해를 검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결과 으로 애

니메이션에 의존해서 순차 으로 변기 수조의 작동 차를 살펴보는 것만

으로는 변기 수조의 작동 원리를 온 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

히려 애니메이션에서 유발된 유창성을 학습 내용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을 평가하는 거로 사용하 을 경우 지식착각을 유발할게 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경험한 유창성을 성공 인 이해와 학습으로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고 있는 본질 인 특성 때문이다. 학습에서 ‘이

해’는 직 으로 찰 가능한 물리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단서

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즈 모델(lens model)에 따르

면(Brunswik, 1952, 1955; Karelaia & Hogarth, 2008), 지능이나 사랑과 같

이 물리 으로 직  보고 듣고 단할 수 없는 개념을 단할 때에는 해

당 개념을 잘 반 할 수 있는 다른 특성을 통해 간 으로 인식될 수 있

다. 컨  인간의 지  능력은 직  찰할 수 없는 변인이기 때문에 지

능검사를 통해 간 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능검사는 

인간의 지  능력을 측정하는 표 인 방식이지만 온 하게 인간이 가지

고 있는 지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

떤 지능검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능의 구성요소와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이해’ 수 을 단할 때도 같이 용한다

(Unkelbach & Greifeneder, 2013).

이해라는 개념 자체가 직  보고 듣고 찰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취결과와 같이 이해와 직 으로 연결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

에서는 학습과정에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인지  편안함이 학습의 이해 수

을 단하는 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학습과정이 별

다른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단할 때, 자신이 그 과제를 잘 이해했다고 

단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편안함은 말 그 로 



- 26 -

학습자의 이해 수 을 간 으로 단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

에 학습자의 실제 이해 수 을 정확하게 측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인지  어려움이 학습과정에서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다. 

Bjork(1994)에 따르면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바람직한 

어려움(desirable difficulty)으로 작용하여 과제를 보다 심화된 수 에서 처

리(deeper processing)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습에서 어려움이 바람

직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직 에 배되지만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학습에

서 어려움이 지니는 정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Oppenheimer와 Alter(2013) 역시 그들의 연구에서 ‘disfluency sleeper 

effect’를 개념화하여,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표상의 어려움이 장기 인 

측면에서 효과 인 수행을 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즉 처음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창성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련 정보를 처

리할 때는 유창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어려움은 학습자 스스로가 아직 학습 내용에 해 제 로 이해하

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  과제에 

인지  노력을 투입하여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

다. 

한 학습이 완료된 후에 경험하는 유창성은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

창성과 달리 학습자가 과제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학습내용을 완

히 이해한 후 발생한 인지  편안함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한 이해 

수 을 단할 때 거로 사용하더라도 지식착각을 유발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창성은 학습자로 하여  자

신의 실제 이해 수 을 과  추정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에 투입되

는 인지  노력을 감소시키고 실제 학습 결과에 까지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Yue, Castel, & Bjo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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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 유형에 따른 상반된 애니메이션의 학습효과  

애니메이션의 학습효과에 해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연

구에서 사용하는 과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의 정  효

과가 도출된 연구와 부정  효과가 보고된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를 비교

해본 결과, 과제에 특성에 따라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의 정  효과가 검증된 연구에서는 선형  학습이 가능한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가진행 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연구에서 사

용한 과제는 학습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학습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

지 차례로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보 다(<표 1>참조). 

<표 1> 애니메이션의 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특성 

출처 과제 과제 특성 

Mayer & 

Anderson(1991)

자 거 타이어 

펌  

자 거 타이어 펌 가 작동하는 과

정을 2단계로 설명

Ayres, Marcus, Chan,  

& Qian(2009)
매듭 묶기 

세 개의 매듭을 묶는 방법을 각각 

10단계, 6단계, 6단계로 설명

Craig, Gholson, & 

Driscoll(2002)
기 발생 

기가 생성되는 단계를 8단계로 설

명 

Michas & Berry(2000) 붕  감기 
손에 붕 를 감는 방법에 해 7단

계로 설명 

Watson, Butterfield,  

Curran, & Craig(2010)
기계 조립 49개의 부품을 순서 로 조립

Wong et al.(2009) 종이 기 
바이킹 모자를 는 과정을 13단계

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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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Mayer와 Anderson(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 거 타이어 

펌  과제를 살펴보면 학습에서 순차 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에서는 자 거 타이어 펌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고 

유입된 공기가 호스 밖으로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림 4]에서 볼 수 있은 것처럼 공기가 유입되고 배출되는 단계가 명확히 분

리되면서 세부 차에서도 선형 인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4]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의 분명한 학습 단계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효과를 비교하기 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Höoffler와 Leutner(2007)는 각 연구에서 학습한 지식의 종류를 차운동 

지식(procedural-motor knowledge), 서술  지식(declarative knowledge), 

그리고 문제해결 지식(problem-solving knowledge)으로 나 고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는 차운동 지식을 학습할 때 가

장 두드러졌으며 문제해결 지식을 학습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때 

차운동 지식은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에 해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조연순, 2001) 학습에서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

한 사실은 학습 단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 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과제

에서 애니메이션이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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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étrancourt & Tversky, 2000).    

반면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에 주목한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학습

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선형  학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제에서는 일련의 차를 순차 으로 학습하기보다 이  사고 과

정을 되돌아보며 체 논리구조를 계속 재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표 2> 참조). 즉,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을 통합 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Lowe, 1999).

<표 2>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특성 

 를 들어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

던 변기 수조 과제는 굉장히 복잡한 인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Lowe, 2007). 변기수조 과제에서는 변기 수조 밖으로 물이 배출되고 변기 

수조 안으로 다시 물이 유입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데,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와 달리 물이 배출되고 유입되는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

출처 과제 과제 특성

Hegarty, Kriz, & Cate 

(2003)
변기 수조

물의 배출과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

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함  

Boucheix, 

Schneider(2009)
도르래 

세 개의 도르래가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 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이해

해야 함

Schnotz & 

Rasch(2005)
시차 계산 

도시의 치, 요일, 시간, 여행 방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

여 시차를 계산해야 함 

Lowe(1999)
기상 변화 

측

기압, 기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

게 서로 향을 미치며 기상변화를 

발생시키는지 악해야 함 



- 30 -

는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변기 수조 과제에서는 물이 수

조 밖으로 배출되는 동시에 수조 안으로 유입되는 단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이 단계에서는 물이 배출되는 과정과 유입되는 과정을 각각 학습한 후

에 체 인 맥락에서 물의 배출과 유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원리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Narayanan, 2007). 

Hegarty와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복잡한 기계

의 작동원리를 그림으로 학습 하는 과제에서 기계가 작동하기 해 필요

한 세부 단계를 각각 학습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세부 

단계들이 상호작용하여 체 인 인과구조 속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메커

니즘을 학습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즉 수조 밖으로 

물이 배출되는 과정과 수조 안으로 물이 유입되는 과정을 각각 학습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도 두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며 통합 으로 작동하는 과

정을 학습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그림을 통해 과제를 학습할 때 느끼게 되는 인지  

어려움을 애니메이션 학습 상황에서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애니메이션

[그림 5] 변기 수조 과제의 모호한 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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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유창성을 경험하기 해서는 비교 가가 있어야 한다. 가령, “기

했던 것보다, 이 에 경험했던 것보다, 기 선(baseline)보다” 시각 으로 

학습내용이 쉽게 인식될 때, 유창성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Dechêne, Stahl, Hansen, & Wänke, 2009; Unkelbach & Greifeneder, 

2013). 따라서 사 에 학습자가 측한 과제의 난이도와 실제 학습 단계에

서 경험한 과제의 난이도에 차이가 발생할 때, 학습자가 유창성을 경험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창성 경험을 통해 유발된 지식착

각은 과제의 난이도가 높을 때만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Zulkiply & Burt, 2013). 

학습의 단계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비선형 과제는 지각된 과제의 난

이도가 높기 때문에 과제를 학습할 때 애니메이션이 제공되었을 경우 학

습자들은 사 에 기 했던 학습의 난이도보다 과제를 더 쉽게 지각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은 유창성을 유발하게 되고 유창성을 기반으로 

학습자들로 하여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이때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과제가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지된 그림을 

통해 어렵게 상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장

면들을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구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게 머

릿속에 표상한 그림의 움직임은 애니메이션에 의존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

문에 애니메이션의 도움이 사라질 경우 학습자 혼자서는 그림의 역동 인 

움직임을 수월하게 표상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Mills & Keil, 2004). 

이로써 비선형 과제를 애니메이션으로 학습하 을 경우에는 필연 으로 

지식착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명확한 학습의 단계가 존재하여 선형 인 학습이 가능한 과제에

서는 유창성의 효과가 용되지 않고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학습에서 효과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선형 과제에서는 동시에 세부 차를 학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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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하기 때문에 학습의 난이도가 높게 지각될 수 있지

만 선형 과제에서는 모든 차가 순차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의 난

이도가 낮게 지각될 수 있다. 컨  Hegarty와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

에서도 복잡한 기계의 작동원리를 그림으로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어려움

을 경험한 이유는 여러 하  시스템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체 기계를 

움직이는 과정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형 학습이 가능한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에서는 공기가 펌  

안으로 유입되는 단계가 완 히 종료된 후 유입된 공기가 타이어 펌  밖

으로 배출되는 단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비

선형 과제에서처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선형 과제

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표상해주더라도 이때 경

험한 과제의 난이도를 사 에 측한 과제 난이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 과제에서 학습자는 유창성을 경험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유창성 효과에 한 일반 모형에 따르면 학습에서 유창성을 경험하

더라도 이해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거(distal cue)가 존재하고 그

러한 거가 유창성 보다 더 요하게 여겨질 때, 유창성이 학습에 미치는 

향은 감소 될 수 있다(Alter, Oppenheimer, Epley, & Eyre, 2007; 

Unkelbach & Greifeneder, 2013). 선형 과제에서는 학습 단계에 기반 하여 

스스로가 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단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

문에 이해 수 을 단하는 거로서 유창성이 지니는 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학습 내용에 한 스스로의 이해 수 을 검하는 과정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학습 에 경험하는 인지  편안함 이 아니라 학습 

단계에 한 구체 인 기억인 것이다. 

선형 과제에서는 머릿속에 일련의 학습 단계와 그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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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과제를 성공 으로 학습하 다고 단

할 수 있다(Mills & Keil, 2004; Rozenblit & Keil, 2002). 이때 애니메이션

은 학습자가 상의 움직임을 정확히 표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자

가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 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단서가 사라진 후에도 애니메이션의 

도움을 받았을 때와 같이 생생한 표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학습

자는 재 과제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이 매우 높다고 단할 수 있다. 

반면 비선형 과제에서는 학습에서 각 단계가 종료되는 지 (end point)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이해 수 을 단할 수 

있는 거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표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선형 과제에서

는 선형 과제에서처럼 명확한 학습 단계에 비추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이해 수

을 검하는 과정에서 유창성이 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유창성은 말 그 로 학습자의 이해 수 을 간 으로 단하는 하

나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제 이해 수 을 정확하게 측

하지 못할 수 있다(Rozenblit & Keil, 2002). 

비선형 과제에서 온 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이  단계의 사고과정을 

되돌아보고 체 논리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인지  노력을 투입해

야 한다. Hegarty(1992, 2004)는 시각고정(eye fixation) 방법을 통해 어떻

게 학습자들이 복잡한 원리로 작동하는 도르래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도르래의 모든 작동 과정을 하나의 연속

인 흐름으로 학습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학습자들은 도르래가 움직

이는 차를 잘게 나 고 인과 계로 묶일 수 있는 차들을 각각 학습

한 후에 이 의 사고과정을 되짚어 보며 체 인 맥락에서 도르래가 작

동하는 원리를 학습하 다. 결국 비선형 과제를 애니메이션으로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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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학습자는 애니메이션에서 경험한 인지  편안함을 성공 인 학습

으로 오해하고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흐름에 의존하여 학습이 수동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비선형 과제를 학습하더라도 학습이 정지된 그림으로 이루어질 경

우에는 학습자가 시각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능동 으로 인지  노

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학습 상황과 달리 유창성의 향

을 받지 않게 되고 학습 내용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역시 과 평가하

지 않게 된다. 쉽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직

인 믿음과 달리(Miele, Finn, & Molden, 2011), 오히려 그림 학습 상황

에서 경험하는 인지  어려움이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과제를 보

다 심화된 수 에서 처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Bjork, 1994; Tversky 

& Kahneman,1974). 

바람직한 어려움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부호화 과정에서 경험하

는 어려움이 장기 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Bjork, 1994). 

학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자동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막

고 어려움을 느낀 내용에 해 보다 반성 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즉, 바람

직한 어려움은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정보의 의미를 구성하고 정교화하면서 유의미한 학습을 진 시킬 

수 있다(Alter, Oppenheimer, Epley, & Eyre, 2007). 

한 바람직한 어려움은 지각시스템 내에서 시각 (visual), 의미

(semantic), 음성 (acoustic) 정보의 유기 인 연합을 진하면서 장기기억 

속에 정보가 잘 장되고 인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선형 과제에서 

그림 학습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Diemand-Yauman, 

Oppenheimer, & Vaughan, 2011; Sungkhasettee, Friedman, & Caste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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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검증할 때 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과제의 

유형이다. 과제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학습에 미

치는 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 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니메

이션의 효과는 학습 도 에 경험될 수도 있고 학습이 완료된 후에 결과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때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니메이션

의 효과는 지식착각과 련되어 있으며 학습이 종료된 후 확인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수행과 련이 있다. 

보통 학습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결과론 인 측면에서 수행만을 강조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과가 있기까지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

동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요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의 학습효과를 살펴보

기 해서는 지식착각과 수행의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제유형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하

다. 이때 각 과제에서 애니메이션 학습의 효과는 같은 과제를 그림으로 학

습하 을 경우 발생하는 학습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별로 

어떤 학습 방식이 학습에서 더 효과 일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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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애니메이션 효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 

가.  개인내  변인 

 

 애니메이션의 기능은 활성화 기능(enabling function)과 진 기능

(facilitating function)으로 나 어 볼 수 있다(Schnotz & Rash, 2008). 일

반 으로 애니메이션이 활성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의 효과를 높

일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진 기능을 보일 때는 학습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 즉,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사고 과정을 애니메이션이 도와

주었을 경우 애니메이션은 학습에 정 일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어렵

지만 스스로 구 할 수 있은 정신  표상을 신 구 해주었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부정 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의 사 지식 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지식 수 이 높은 학습자들은 애니메이션이 활성

화 기능을 보일 때 가장 큰 학습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

는 풍부한 지식과 애니메이션이 활성화해주는 표상이 연결 되면서 학습의 

유의미한 학습이 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 지식 수 이 낮은 학습자들

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활성화 기능을 보이더라도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이 혼자서는 구 해내지 못했던 정신 표상을 가능

하게 만들어주지만 장기기억 속에 과제와 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구 해  표상에 유의미한 의미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

는 것이다. 

  한 애니메이션이 진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에서 유발할 수 있

는 부정  효과는 사 지식 수 이 낮은 집단에서 극 화될 수 있다. Kriz

와 Hegarty(2007)의 시각 표  이해 모델(model of comprehen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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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displays)에 따르면 시각  자료를 표상하는 데 하향식 방식과 상향

식 방식이 작용하게 된다. 자는 장기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

으로 과제를 표상하는 작업이고 후자는 과제 그 자체를 내 으로 표상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사 지식 수 이 높

은 학습자들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재 학습 

하고 있는 내용을 더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지식 수 이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이 부

족하기 때문에 하향식 방식을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이 때문에 사 지식 수 이 낮은 학습자는 애니메이션 학습에

서 하향식 방식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상향식 방식에 의존하여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변화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한 지식 간의 불일치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사 지식 수 이 낮은 학습

자의 경우 기존에 과제와 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하 을 때 인지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 한 애니메

이션이 정신  시뮬 이션을 신하여 자동으로 그림의 움직임을 표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 방식의 표상에 인지  노력을 투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 으로 사 지식 수 이 낮은 집단에서 애니메이션은 

인지도식 형성에 도움이 되는 본유  부하를 감소시키고 학습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사 지식 수 에 따라 학습자가 과제를 표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측하는 해서는 공간  표상

능력이 요구된다. 즉, 심  회 이나 정신  변형을 기반으로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표상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톱니

바퀴에 한 사 지식 수 이 높은 학습자는 공간  표상을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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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술  표상을 사용하여 톱니바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들의 장기

기억 속에 이미 톱니바퀴가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인출하여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egarty, 2004). 따라서 높은 사 지식 수 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을 

상으로 애니메이션 연구를 실시할 경우, 애니메이션에 한 효과가 검증되

더라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 까지 선행 연구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효과와 사 지식 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사 지식은 애니메이션 연구에서 매우 요한 변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 지식 

수 을 면 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과제에 한 학습자의 사 지식 수 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사 지식 외에 애니메이션과 그림 학습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은 

공간지각능력이다. 사 지식이 애니메이션 학습의 효과에 미치는 향이 

분명한 반면, 공간지각능력의 향은 다소 불확실한 경향이 있다. 공간지각

능력은 공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 공간 계(spatial relations) 종

결 속도(closure speed) 종결 유연성(flexibility of closure), 지각 속도

(perceptual speed)로 분류될 수 있으며(Carroll, 1993) 같은 공간지각능력

을 측정하는 연구라 하더라도 어떤 특성을 공간지각능력으로 측정할 것인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간지각능력으로 많이 측정되는 능력은 공간 시각화 능력이다. 공간시

각화 능력은 심상을 회 하거나 반 시키는 활동과 같이 일련의 정신  

변형을 다루는 능력으로, 주로 종이 기 과제(paper folding test)를 통해 

측정된다. 공간 계 능력도 공간 시각화 능력과 만찬가지로 정신  변형

과 련된 능력이 필요하지만 공간 시각화 능력은 복잡한 공간 정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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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과제를 기반으로 측정되는 반면 정신 계 능력은 비교  간단한 

심  회  과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정

신  변형의 복잡성 측면에서 시각화 능력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정신 활

동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결 유연성과 종결 속도는 시각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해하

는 능력과 련된 능력으로, 종결 유연성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는 피험자

가 이미 알고 있는 시각  패턴이 자극으로 주어지지만 종결 속도 테스트

에서는 피험자가 알지 못하는 시각 패턴이 제공되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높은 수를 받기 해서는 시각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장기기억에서 인출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각 속도는 주

어진 상을 얼마나 빠르게 인식하는 지와 련된 능력으로 정신  변형 

활동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두 가지 자극을 비교하는 과제를 통해 

측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종결 유연성, 종결 속도, 지각 속도는 공간

지각능력을 측정할 때 드물게 측정되는 요소이며 주로 공간지각능력을 측

정하는 연구에서는 공간 시각화나 공간 계 능력 측정 변인으로 활용하

고 있다(Höffer, 2010). 

일반 으로 공간지각능력이 애니메이션 학습에 미칠 수 있는 향은 능

력 향상 가설(ability as enhancer hypothesis)과 보상 가설(compensating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 먼  능력향상 가설은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공간지각능력이  학습의 효과를 강화한다고 보았으며 오직 공간지각능력

이 높은 학습자만이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낮은 공간지각능력을 가진 학습자에게는 애니메이션 학습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애니메이션의 제공이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Huk 2006; Mayer & Sims 1994). 반면 보상 가설에 의하면 낮은 

공간지각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더 나은 학습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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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구 해주는 애니메이션이 공간지

각능력이 부족해 시공간  표상을 머릿속에 생성하는 것이 어려운 학습자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Hays 1996; Hegarty & Kriz 2008).  

Höffer(2010)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1994에서 2009년 사이 출 된 19개 

연구들을 상으로 애니메이션 학습에서 공간지각능력의 효과를 분석해보

았을 때 부분의 연구에서 공간지각능력의 보상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정지된 그림을 통해 학습하

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으로 학습하 을 때 학습내용에 해 더 높은 이해

력을 보 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 애니메이션 집단은 공간  추론 능력을 요하는 과

제에서 유창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때 경험한 유창성은 학습자의 공간지

각능력 수 에 민감하게 향을 받을 수 있다. 공간지각능력이 높은 학습

자는 그림을 통해 스스로 상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구 해야 하는 상

황에서도 인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간지각능력이 낮은 

학습자에게 애니메이션이 제공될 경우 제공된 애니메이션은 활성화 기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창성 경험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Schnotz & Rash, 2008). 따라서 사 에 학습자의 공간지각능력

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발생하 다 하더라도 이

러한 효과를 유창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 할 수 있다. 이때 애니메이

션의 효과는 유창성 경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습자의 공

간지각능력이 반 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애니메이션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유창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공간지각능력이 유창

성 경험에 미치는 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공간지각능력 

수 이 비슷하다는 것이 연구에서 제될 때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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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느냐 아니면 그림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학습 과정에

서 경험하는 유창성 수 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서 차별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지 까지 연구를 통해 공간지각능력이 애니메이션에서 재변인으로 작

용하여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 졌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종이 기 과

제를 통해 공간지각 능력을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통제해야할 변인은 

‘친숙함’이다. 단서 친숙성 모형(cue familiarity model)에 따르면 주어진 단

서가 친숙하게 느껴질수록 지식착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Koriat & Levy-Sadot, 2001; Winne, 1996). 이때 단서 친숙성은 학습이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단계에서 학습자의 메타인지 단에 여할 수 

있다. 

Reder와 Ritter(1992)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수학 문제를 반복 으

로 보여  후,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이때 학습자들

은 단순히 수학 문제에 반복 으로 노출되었을 뿐 문제에 한 해답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반복 노출로 증가된 수학 문제

에 한 친숙함을 성공 인 문제 풀이와 연결 지어 생각하면서 높은 지식

착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상에 이 부터 반복 으로 노출된 경

험이 있다면 그 상에 친숙성을 느끼고 이것이 지식착각에 향을 미칠 

수 있다(Garcia-Marques, Mackie, Claypool, & Garcia-Marques, 2004; 

Koriat & Levy-Sadot, 2001). 가령 매일 생활 속에서 변기를 사용하기 때

문에 변기 수조의 작동원리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과제에 한 친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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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발생한 반복 인 노출의 효과는 상을 

제 로 이해하는 것과 상 없이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 으로 학습

상황에서 메타인지 단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습자는 

변기라는 생활 속에서 자주 하고 실제로 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고 있지만 변기 수조 내부가 구체 으로 어떤 원리에 기반 하여 작동하는

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변기 과제에서 경험하는 친숙성 

때문에 변기의 작동 원리를 학습할 때 이미 스스로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Rozenblit & Keil, 2002). 

결국 과제에 한 친숙성은 학습 이 에 학습자들로 하여  과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에서 사 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착각이 학습 과정에서 학습 방식에 향을 받아 발생

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본격 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에 지식착각

을 유발할 수 있는 친숙성 변인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혼란을  수 

있다. 를 들어 애니메이션 학습 집단에서 더 높은 지식착각과 낮은 수행

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애니메이션의 효과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들 학습자가 그림 학습 집단에 비해서 과제를 더 친숙하게 느 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 에 각 집단의 학습

자들이 지각한 과제의 친숙성 수 을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테스트 유형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변인은 

테스트 유형이다. 그동안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사

실  지식(factual 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차와 문제 해결



- 43 -

(procedure and problem solv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을 정의하며 연

구를 진행해 왔다(Ke, Huifen, & Ching, 200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일

각에서는 깊은 수 의 이해를 수행으로 정의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많은 

연구들은 수행이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암기하는 수 에서 측정되는 경우

가 많았다. 둘째, 많은 연구들에서는 수행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 으로 살

펴본 시도가 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행을 단일하게 측정하여 수행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다양한 테스트 유형으로 수행을 측정하

더라도 모든 테스트 결과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여 테스트 유형의 효

과를 분석에서 제외한 경우가 많았다(Höffler & Leutner, 2007; Ke, 

Huifen, & Ching, 2006). 

학습자의 수행을 통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테스트의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단순 사실  지식을 묻는 기억 테스트뿐만 아니라 깊은 

수 의 이해를 측정하는 이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때 학습자가 보이는 

수행의 양상을 통합 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Mayer, 2005).

Mayer(2005, 2008)는 실제 멀티미디어 학습 상황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학

습의 결과를 무학습(no learning)과 암기 학습(rote learning), 그리고 유의

미 학습(meaningful learning)으로 나 어 설명하 다. 무학습은 말 그 로 

어떠한 내용도 제 로 학습한 것이 없다는 뜻이며 암기 학습은 마치 무의

미 철자를 암송하는 것과 같이 학습 내용을 깊게 이해하지 않은 채 피상

으로 내용을 기억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반면 유의미 학습은 학습 내용

에 한 깊은 수 의 이해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용할 

때 발생 한다. 만약 학습자가 무학습을 경험하 다면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 수에서 모두 낮은 수를 받고 암기 학습 상태라면 기억 테스트

에서는 높은 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테스트 수는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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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의미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는 기억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 테

스트에서도 높은 수를 받게 된다(<표 3> 참고). 

<표 3> 학습 결과에 따른 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 수 양상 

 

결국 학습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제 로 비교하기 해서는 

수행의 정의를 좀 더 포 으로 설정하여 단순히 사실  지식을 암기하

는 수 에서 벗어나 깊은 수 의 이해를 수행의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걸맞은 다양한 테스트 유형을 연구

에 활용하여 동일한 학습 방식 내에서도 테스트 유형에 따라 학습의 결과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유형을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로 설정하고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에 

따른 수행과 지식착각의 양상을 각 테스트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하 다. 

학습 결과 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 

무학습 낮은 수 낮은 수

암기 학습 좋은 수 낮은 수

유의미 학습 좋은 수 좋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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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가 설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와 부정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과제의 특성이 매우 요한 변인임을 확인하고 

과제의 선형성 유무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측하 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설 1. 과 제  유 형 (선 형 , 비 선 형 )에  따 라  학 습  방 식 (애 니 메 이 션 , 그 림 )

이  지 식 착 각 과  수 행 에  미 치 는  향 은  달 라 질  것 이 다 . 

1-1.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1-2.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수행에 미치는 향은 달라

질 것이다. 

가 설  2. 과 제  유 형 (선 형 , 비 선 형 )에  따 라  학 습  방 식 (애 니 메 이 션 , 그 림 )

과  테 스 트  유 형 (기 억  테 스 트 , 이  테 스 트 )이  지 식 착 각 과  수

행 에  미 치 는  향 은  달 라 질  것 이 다 . 

2-1.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2-2.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수행에 미치

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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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과제유형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학생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3개의 학에서 모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모집된 학의 소재지는 

서울시(95명, 약 46%)와 경기도(60명, 약 30%), 충청북도(51명, 약 

24%) 다. 

연구 참여자 모집 결과, 총 220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보 지만 

최종 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206명이었다. 14명이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된 기 은 다음과 같다. 먼  이공계열 공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학생들은 실험 과제에 한 지식수 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아웃라이어로 간주되어 제외되었다. 이때 직 으로 이공계열 

련 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과학교육과’와 같이 공의 특성상 

이공계열 지식에 익숙한 학습자는 모두 연구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아, 연구의 내용에 해서 제 로 

인지할 수 없는 외국인 2명을 추가로 연구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206명을 상으로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때 

실험은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SNUIRB)의 승인 날짜 이후에 

본격 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 10일-13일에 거처 총 나흘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후에는 컴퓨터 로그램의 기술 인 문제로 일부 

데이터가 장되지 않은 10명의 학생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분석에는 

총 206명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제 유형(선형, 비선형)과 학습 방식(애니메이션, 



- 47 -

그림)에 따라 4개의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무선 배정된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인구통계학  정보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선형 과제 비선형 과제

합계(%)
애니메이션 그림 애니메이션 그림

남성 31 28 25 26 110(53)

여성 21 21 26 28 96(47)

합계(%) 52(25) 49(24) 51(25) 54(26) 2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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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도구

가 .  실 험  과 제

본 연구에서 과제 유형은 선형 과제와 비선형 과제로 구분된다. 선형 과

제는 순차 인 사고의 흐름을 통해 과제에서 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을 악하는 과제이다. 반면, 비선형 과제는 핵심 내용을 악하기 해 이

의 사고과정을 반복 으로 되짚어 보고 체 논리구조를 재구성하는 역

동 인 사고과정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효과를 비교하기 해 

다양한 과제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과제 에

서 다음의 두 가지 기 에 기반 하여 선형 과제와 비선형 과제를 선택하

다. 첫째, 선형 과제와 비선형 과제에 내포 되어 있는 학습의 핵심 원리

는 동일해야 한다. 만약 두 과제에서 다루는 핵심 원리가 다를 경우, 추후 

실험을 통해 두 과제 유형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과제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차이인지 알기 어렵기 때

문이다. 둘째, 반복 으로 연구에 활용되어 과제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여러 번 활용된 과제를 사용하 을 

때 강 은 검증된 방식으로 과제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과제를 만

들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어 선행 연구를 통해 과제에 사용할 나 이션이나 지문에 합한 내용

과 길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테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문항을 

선행연구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언 한 두 가지 기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선형과제는 

Mayer와 Anderson(1991)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한 자 거 타이어 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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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선정하 으며 비선형 과제로는 Hegarty와 Kriz, 그리고 Cate(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기 수조 과제를 선택하 다. 

두 과제 모두 기계의 작동원리를 다루고 있으며, 두 과제에 등장하는 자

거 타이어 펌 와 변기 수조는 모두 자연력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에서 내포되어 있는 과학  원리가 동일하고 볼 수 있다(Macaulay & 

Ardley, 1988). 한 두 과제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반복 으로 활용된 과제이다(Hegarty, Kriz 

& Cate, 2003; Jian, Wu, & Su, 2014; Kim, Yoon, Whang, Tversky, & 

Morrison, 2007; Kriz & Hegarty, 2007; Lee, 1996; Mayer & Anderson, 

1991; Mayer, Hegarty, Mayer, & Campbell, 2005; Narayanan & Hegarty, 

1998; Paik & Schraw, 2013; Van Oostendorp, Beijersbergen, & 

Solaimani, 2007). 

선형 과제와 비선형 과제 모두 학습 방식에 따라 애니메이션과 그림 버

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때 각 과제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 버 의 차이

는 움직임의 차이로, 애니메이션 버 에서는 상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구

되며 그림 버 에서는 상의 움직임을 학습자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표

상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요소는 애니메이션과 그림에서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 다. 

모든 과제의 학습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계의 부품을 설

명하고 기계의 작동 원리에 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학습이 진행되었다. 

이때 기계의 부품과 작동 원리에 한 설명은 나 이션을 통해 학습자에

게 제공되었다. 각 과제에서 학습하는 기계의 작동 원리는 총 5단계로 구

성되었으며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2분 18  이내 다. 연구 참여자들에 

제공되는 과제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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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형 과제  

  가) 과제의 학습

자 거 타이어 펌 의 부품을 학습하는 트에서는 부품의 이름과 역할

을 학습하게 된다. 먼  이름 학습에서는 총 10개 부품의 이름을 학습 한

다. 각 부품의 이름은 자 거 타이어 펌 의 내부 모습이 그려진 그림에 

로 있으며 나 이션을 통해서도 언  된다. 한편 역할 학습에서 학

습자가 숙지해야 할 부품의 역할은 총 3가지이며 그림에는 부품의 역할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나 이션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다. 과제에서 

사용된 그림은 [그림 6]과 같다. 

부품을 학습하는 트가 끝나면 자 거 타이어 펌 의 작동원리를 학습

하게 된다. 작동원리 학습에서는 학습 방식에 따라 그림의 움직임에 차이

가 있다. 애니메이션 버 에서는 그림이 나 이션의 설명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그림 버 에서는 나 이션의 설명에 따라 그림이 움직이지 않고 

[그림 6] 자 거 타이어 부품 학습에 활용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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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장면으로 보여 진다. 자 거 타이어 펌 의 작동원리는 크게 공기

의 유입을 설명하는 트와 공기의 배출을 설명하는 트로 나뉘어져 있

으며 공기 유입과정을 2개의 단계로 설명한 후, 공기가 배출되는 과정을 3

개의 단계에 걸쳐 설명하게 된다([그림 7] 참조). 

[그림 7] 자 거 타이어 펌 의 작동원리(Mayer & Ander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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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스트  

자 거 타이어 펌 에 한 테스트에는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가 

비되어 있다. 기억 테스트는 부품의 이름과 역할을 알아맞히는 선다형 문

제와 자 거 타이어 펌 가 작동하는 차를 순서 로 작성하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된다. 선다형 문제에서는 한 문제당 20 의 시간이 주어지며 

부품의 이름을 묻는 문항에서는 총 19개의 선지가 제공되고 역할을 알아

맞히는 문항에서는 총 7개의 선지가 제시된다. 서술형 문제의 제한시간은 

3분이며 화면에 제시된 부품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동 차에 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테스트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해 자 거 타이어 펌 의 오작동을 측하는 2개의 문항과 오

작동의 원인을 진단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서술형 테스트를 실시한

다. 오작동을 측하는 문제는 한 문제 당 2분의 시간이 제공되며 오작동

의 원인을 진단하는 문제에서는 한 문제 당 2분 30 의 시간이 주어졌다.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제공되는 문항은 모두 Mayer(1999, 2005)

의 연구를 참고하 다(<표 5> 참조)

<표 5>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의 이 테스트 문항

이 테스트 문항 

측 1
피스톤과 피스톤 막 가 분리되었다고 가정해 시다. 자 거 타이어 

펌 는 어떻게 오작동할까요?

측 2
유입 밸 가 고장 나서 제 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시다. 자

거 타이어 펌 는 어떻게 오작동할까요?

진단 1
손잡이를 아래로 잡아당겼지만 펌 에서 공기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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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선형 과제  

  가) 과제의 학습

비선형 과제에서 학습은 선형 과제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변기 수조의 

부품을 학습하는 트에서는 총 11개 부품의 이름을 학습하게 되고 부품

의 이름은 그림과 나 이션에 모두 제시된다. 반면 역할 학습에서는 변기

수조 부품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며 나 이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

록 한다. 부품 학습에서 사용된 그림은 [그림 8]과 같다

부품과 련된 내용을 학습한 후에는 본격 으로 변기수조의 작동원리를 

학습하게 된다. 변기 수조의 작동 원리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할 경우

에는 나 이션의 설명에 따라 화면의 그림이 움직이지만 그림 버 에서는 

정지된 그림이 화면이 제시되고 나 이션만 흘러나오게 된다. 

변기 수조의 작동원리는 물이 배출되고 유입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선형 과제에서 각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물이 배출

[그림 8] 변기 수조 부품 학습에 활용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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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유입되는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를 들어 

변기 수조의 작동원리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동시에 변기 수조 밖으로 물

이 배출되고 변기 수조 안으로 물이 유입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변기 수조의 작동원리(Hegarty, Kriz, & Cat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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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스트

  변기 수조와 한 테스트에서는 기억테스트와 이 테스트가 실시되며 

이 테스트에서 변기 수조의 오작동을 진단하는 문항이 총 2개로 구성되

어 있다는 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선형 과제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테스트에서 제공되는 문항은 모두 Paik와 Schraw(2013)의 연구에서 선택

되었다(<표 6> 참고). 

  

<표 6> 변기 수조 과제의 이 테스트 문항 

이 테스트 문항 

측 1
부구와 부구 막 가 분리되었다고 가정해 시다. 변기 수조는 

어떻게 오작동할까요?

측 2
상부 디스크와 하부 디스크가 서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시다. 변기 수조는 어떻게 오작동할까요?

진단 1
손잡이를 지만 수조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진단 2

변기에서 물이 내려간 후, 수조에 다시 물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물

이 멈추지 않고 계속 수조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 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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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  

1 ) 사  설문

사  설문은 과제에 한 연구 참여자의 사 지식 수 과 과제에 한 

친숙성 수 을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기 해 실시되었다. 사 지

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과제 친숙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Paik와 

Schraw(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참고하 다. 구체 인 문항의 내

용은 <표 7>에 제시되었다. 사용된 문항은 수강한 물리학, 공학 련 수업

의 개수를 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9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사 지식 

수 을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해본 결과 Cronbach’s  계수가 .75

로 나타났다. 

<표 7> 사 지식  과제 친숙성 측정 문항 

사  설문 문항

사 지식 1 수강한 물리학, 공학 련 수업은 몇 개 입니까?

사 지식 2
냉장고, 자동차 이크, 타이어 펌 와 같은 장치의 작동원

리에 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 지식 3

변기 손잡이를 지만 변기 수조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

고(손잡이를 아래로 잡아당겼지만 펌 에서 공기가 배출되

지 않는다고) 가정해 시다.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제 친숙성
냉장고, 자동차 이크, 타이어 펌 와 같은 장치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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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후 설문

사후 설문은 과제 학습 후에 실시되었으며 모든 설문은 Paik와 

Schraw(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변형하여 사용하 다. 사후 설문

은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정답률을 측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분석에서는 각 테스트에서 학습자가 측한 정답률과 실제 

테스트에서 획득한 정답률 비교하여 학습자의 지식착각 수 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 다. 

각 테스트에서 정답률을 측하는 문항은 총 5개이며 기억 테스트와 

련된 3개의 문항과 이 테스트와 련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참고).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정답률을 측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해본 결과 두 테스트에서 Cronbach’s  계수는 모두 .88로 나

타났다.

<표 8>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와 변기 수조 과제에서 측된 정답률

사후 설문 문항 

정답률 1
자 거 타이어 펌 (변기 수조)에서 각 부품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

할 수 있습니까?

정답률 2
자 거 타이어 펌 (변기 수조)에서 각 부품의 역할을 얼마나   기

억할 수 있습니까?

정답률 3
자 거 타이어 펌 (변기 수조)의 작동 차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답률 4
자 거 타이어 펌 (변기 수조)의 오작동이 어떤 부품 때문에   발

생하 는지 얼마나 잘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정답률 5

자 거 타이어 펌 (변기 수조)에서 고장 난 부품이 무엇인지   알

고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오작동이 발생할 지 얼마나 잘 측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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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후 설문이 끝난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간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해 종이 기 테스트(Ekstrom, French, Harman, & Derman, 1976)를 사용

하 다. 종이 기 테스트는 종이를 몇 차례 은 후, 종이 에 작은 구멍

을 뚫고 종이를 펼쳤을 때 종이는 어떤 모양일지 다섯 가지 보기들  선

택하는 테스트로 공간지각능력은 통제 변인으로 활용된다. 

종이 기 테스트는 원 문항에서 총 10개의 문항을 선별하고 한 문항 당 

20 의 제한시간을 두었다. 그 동안 실험으로 인지 인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문항이 많을 경우 불성실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 

문항을 모두 사용해서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하지 않는다. 10문항의 선별은 

Paik와 Schraw(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 으로 선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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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차

실험은 각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시

간과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약속을 잡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컴

퓨터실에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컴퓨터

가 한 와 이어폰이 주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자리를 배치할 때  

사람과의 공간을 최 한 넓   사람에 의해 방해 받지 않도록 하 다. 

자리에 착석한 연구 참여자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컴퓨터에 미리 설치

해둔 실험 로그램의 지시문과 나 이션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처치 상황은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

록 하 으며 실험 시간  별로 처치상황을 고루 배분하여 실험실시 시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 다. 실험은 총 35-40분에 걸쳐 

실시 구체 인 실험 차는 [그림 10]과 같다. 

실험 안내  사  설문 (5분)

↓

1차 과제 학습 (3분 30 )

↓

2차 과제 학습 (3분 30 )

↓

사후 설문 (3분)

↓

학습한 내용에 한 테스트 (16분)

↓

공간지각능력 테스트 (4분)

[그림 10] 실험 진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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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안내  사  설문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착석을 완료한 후에 연구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

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연구에 해 간단히 소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는 나 이션을 듣고 과제를 학습하는 트가 있기 때문에 과제가 시작되

기 에 자리에 배치된 이어폰의 고장여부와 음향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안

내하 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손을 들고 연구자를 부르도록 하 다. 음

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연구 참여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

록 하 다. 모든 안내가 끝나면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 으로 로그램의 

화면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르고 실험을 진행하 다. 

화면의 시작 버튼을 르면 연구 참여자에게 부여할 가상의 아이디와 성

별, 연령을 입력하는 문항과 과제에 한 친숙성과 사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뜨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화면에 제시된 지시문에 따라 차례

로 문항에 응답을 하 으며 설문이 모두 끝나면 화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러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과제 학습

과제 학습에서는 과제의 유형(선형, 비선형)과 학습 방식(애니메이션, 그

림)에 따라 학습해야 할 과제의 종류를 4가지로 나 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과제를 무선으로 할당하 다. 이때 과제를 학습할 기회는 두 번이 주어

진다. 즉, 기계의 부품과 작동원리에 해 한 번 학습한 후에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두 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기 에 근거하 다. 첫째, 지식착각이 수행에 미치는 향을 극 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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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이다. Callender와 McDaniel(2009)의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를 학습할 

기회를 한 번만  집단과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한 집단 간의 수행 수를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의 수행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게 두 번

의 학습 기회가 주어진 집단에서 수행 수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 번째로 텍스트를 학습할 때 유창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텍

스트를 학습할 때는 이 에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텍스트로 학습이 진행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주는 익숙함 때문에 이미 해당 내용을 다 이해했다

고 단하고 두 번째 학습에서 더 이상 노력을 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때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익숙함과 편안함은 실제 이해 수

을 반 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 으로 지식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Koriat, 1997). 결국 본 연구서의 가설처럼 학습자들이 애니메이

션에서 지식착각을 경험하게 된다면 두 번째 학습에서 필요한 인지  노

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집단에서 보다 수행 수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도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 효과를 비교할 

때 단 한 번의 기회로는 모든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하

며 학습 기회를 두 번 제시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두 집단

의 수행 수  차이를 지식착각으로 설명하는 연구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

다(Paik & Schraw, 2013; Van Oostendorp, Beijersbergen, & Solaiman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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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 설문  

과제 학습이 끝난 후에는 사후 설문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기억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정답률을 측하 다. 측한 정답률은 추후에 실제 테스

트 수와 비교하여 지식착각 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측된 정답

률에서 실제 정답률을 뺀 값이 양(+)값이 나온다면 자신의 이해 수 을 실

제보다 과  추정하 다는 의미이며 해당 연구 참여자가 지식착각을 경험

하 다고 단할 수 있다(Winne, 2011). 이때 측한 정답률은 기억 테스

트와 이 테스트에서의 정답률을 각각 측하도록 하 다. 

라.  학습한 내용에 한 테스트  공간지각능력 테스트  

기억 테스트에서 부품의 이름과 역할을 알아맞히는 문제에서는 앞서 학

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에서 진하게 강조되는 부품의 이름과 역할을 

보기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부품의 이름을 묻는 문항에서는 19개의 선지

가 주어졌으며, 부품의 역할을 기억하는 문항에서는 7개의 선지가 주어졌

다. 이때 선택지에는 학습한 부품의 이름과 역할 외에 매력 인 오답이 포

함되어 우연에 의해 정답을 맞힐 확률을 최소화하고자 하 으며 부품의 

이름과 역할에 한 정답은 학습 시 제공되었던 나 이션에 근거하여 사

에 작성되었다(Paik & Schraw, 2013). 한 기억 테스트에서 기계의 작

동 차를 묻는 문항에서는 주어진 부품 리스트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

하게 모든 기계의 작동 차를 도록 하 으며 이들 문항의 채 은 비선

형 과제의 경우 Hegarty, Kriz, 그리고 Cate(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채

키를 참고하 으며 선형 과제에서는 비선형 과제에서 사용한 채 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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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사 에 답안을 제작하여 채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이 테스트에서는 차 기억 테스트에서처럼 부품 리스트를 화면

에 제시하여 답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 테스트에서

는 깊은 수 의 이해를 반 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들

에게 답안 작성 포맷이 제공되었다. 를 들어 변기 수조에서 부구와 부구 

막 가 분리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오작동을 측하는 문제에서는 “부

구와 부구 막 가 분리되면,                           될 것이다. 왜냐하

면                           때문이다.” 라는 포맷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빈 칸에 답을 어 넣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손잡이를 

지만 수조에서 물이 배출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진단하는 

문제에서는 “                        때문에                       되었

다. 그래서 손잡이를 러도 수조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와 같은 포맷

을 제시하 다. 이러한 포맷은 연구 참여자가 피상 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막고 문제의 결과와 원인을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강 을 

지닌다. 

이 테스트에서 답안은 사 에 세운 기 (Hegarty, Kriz, & Cate, 2003; 

Jian, Wu, & Su, 2014; Kriz & Hegarty, 2007; Macaulay & Ardley, 1988; 

Mayer, Hegarty, Mayer, & Campbell, 2005; Narayanan & Hegarty, 1998; 

Paik & Schraw, 2013; Van Oostendorp, Beijersbergen, & Solaimani, 

2007)에 근거하여 채 되었다. 이때 이 테스트의 답은 기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반 하고 있을 때만 정답으로 처리하고 작성한 답이 완 히 

틀리지 않았더라도 피상 인 수 에서만 답안이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모

두 오답으로 간주하여 채 에서 엄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다. 

가령 손잡이를 지만 변기 수조에서 물이 배출되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진단하는 문항에서 “사이펀 벨이 깨져서 사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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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이 제 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어떤 

한 부품의 고장으로 진단한다면 해당 답은 오답으로 간주되었다. 작성된 

답안은 “부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유입 밸 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

에 충분한 물이 수조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되었다.”와 같이 기계의 핵심 

작동 원리를 반 하는 답안만이 정답으로 간주되었다. 

한 사 에 이 테스트에서 부분 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해 명시하

여 필요한 경우 답안에 부분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다. 를 들어 

부구와 부구 막 가 분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기 수조의 오작동을 

묻는 문항에서 작성할 수 있는 답안은 다음의 두 가지 이다. 첫째, 유입밸

가 열리지 않아 물이 수조 안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둘째, 유입밸 가 닫

히지 않아 물이 수조 안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다. 만약 학습자들이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오작동 상황을 모두 답안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200 을 

받게 되지만 둘  하나의 답안만 작성하게 되면 100 을 받게 되었다. 

한 제출한 답안이 “유입밸 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와 같이 원인과 결과

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답안에는 50 이 부여되었다. 

이 테스트의 채 은 본 연구의 목 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각기 실

시하 으며 채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항은 논의를 통해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상  분석을 실시하여 두 사람의 채 에서 일치도를 확

인해본 결과 두 수 간에 비교  높은 상 이 보고되었다(r=.90, p=002).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에는 종이 기 테스트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하 다. 종이 기 테스트는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선정은 Paik와 Schraw(2013)의 연구에 기반 

하 다. 이때 종이 기 테스트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해 본격 인 테스트가 실시되기 에 시를 통해 테스트 방식에 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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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의 조합에 따라 분류된 4개의  

집단  한 집단에 무선으로 배치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이들의 수행과 지

식착각 수 이 측정되었다. 이때 수행은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각각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식착각 역시 두 테스트 상황에서 모두 분

석되었다. 

본격 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설정된 통제 변인으로는 공간

지각 능력과 과제 친숙도, 그리고 사 지식 수 이 있으며 이들 변인의 집

단 간 동질성을 사 에 확인하기 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공간지각 능력과 과제 친숙도, 그리고 사 지식 수 에 한 집단 간 동

질성이 확보된 후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때 분석에서는 테스트 유형

(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이 집단 내 변인으로 설계되었으며 학습 방식

(애니메이션, 그림)과 과제 유형(선형 과제, 비선형 과제)은 집단 간 변인

으로 설정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정규성 가정

과 동일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격 인 분석을 실시하기 

에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과 Box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여 본 연구

의 데이터가 정규성과 동일성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 분석에는 SPSS 20.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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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과제유형과 학습 방식에 따라 처치 집단을 4개로 

구분하 다. 처치 집단 별 지식착각과 수행 수 에 한 기술통계치는 <표 

9>와 같다. 

각 집단 별로 지식착각과 수행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제 유형과 상 없이 애니메이션 학습 집

단에서 지식착각의 수 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 수 은 그림 집단에서 

높게 보고되었다. 둘째, 애니메이션 집단의 높은 지식착각과 낮은 수행은 

기억 테스트보다 이 테스트에서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선

형 과제를 그림으로 학습한 집단은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비슷

하게 높은 수를 획득하 지만 나머지 집단의 경우 기억 테스트에서의 

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

과제 

유형

학습 

방식
사례수

지식착각 수행 지식착각 수행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선형

애니메

이션
52 .12 .16 .64 .16 .21 .24 .45 .22

그림 49 .06 .15 .68 .14 .10 .21 .55 .20

비선형

애니메

이션
51 .16 .16 .53 .19 .16 .22 .45 .22

그림 54 .07 .20 .59 .17 .00 .25 .60 .22

<표 9> 집단별 지식착각과 수행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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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이 테스트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 간의 상 을 확인해본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으로 지식착각과 수행은 

부 인 상 을 보 고 기억 테스트에서 지식착각과 수행은 이 테스트에

서 지식착각과 수행과 정 인 련성을 보 다(<표 10> 참고). 

<표 10> 종속 변인 간 상

본격 으로 과제유형에 따라 학습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기 이 에 본 연구 데이터가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하 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정규성

과 구형성, 그리고 동일성이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설계상 구형성 가정에 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성과 동일

성 검정만을 실시하 다. 

종속변인에 해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억테

스트에서 측정된 수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West, Finch, 그리고 Curran(1995)의 연구에 

따르면 첨도 계수가 7 이하이고 왜도 계수의  값이 2를 넘지 않는다

면 정규성이 검증되지 않아도 결과 값을 도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

　 1 2 3 4

지식착각
1. 기억 테스트 1 　 　 　

2. 이 테스트 .47** 1 　 　

수행
3. 기억 테스트 -.57** -.24** 1 　

4. 이 테스트 -.23** -.71** .51**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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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기 때문에 이후 분석을 계속 진행하 다.

한 집단 간 분산의 구조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해 Box의 

동일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지식착각에서 집단 간 분산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ox’s M=12.831, F(9, 458516.492)=1.400, p=.182) 이러한 

결과는 수행에서도 동일하게 용되었다(Box’s M=17.442, F(9, 

458516.492)=1.903, p=.047).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공간지각능력과 과제 친숙도, 사

지식 수 이 연구 결과의 해석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처치 집단 간 이들 변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때 분석에서는 일원분산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간지각 능력과 

과제 친숙도의 등분산성은 가정되었지만 [공간지각 능력(F(3, 201)=.915, 

p=.435), 과제 친숙도(F(3, 202)=.529, p=.663)], 사 지식 변수에서는 등분산

성이 가정되지 않았다[사 지식(F(3, 202)=4.079, p=.008)]. 그러나 분산분석

은 집단 간 표본수의 크기가 비슷할 때 등분산 가정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에 따라(박 정, 2005) 이후 분석을 계속 진행하 다. 

분석 결과, 처치 집단 별 공간지각능력과 과제 친숙도, 사 지식 수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 져 통제변인의 집단 간 동

질성이 확인되었다[공간지각 능력(F(3, 201)=1.330, p=.266), 과제 친숙도

(F(3, 202)=.1.475, p=.222), 사 지식(F(3, 202)=1.162, p=.325)]. 

집단 간 통제 변인의 동질성이 검증된 후, 본격 으로 과제 유형에 따

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과 테스트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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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 제  유 형 에  따 라  학 습  방 식 이  지 식 착 각 과  수 행 에  

미 치 는  향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

나는지 확인해본 결과, 지식착각에 한 학습 방식의 주효과는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애니메이션 집단이 그림 집단보다 지식착각 수 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와 과제 유형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표 11> 참고).

** p<.01 * p<.05

이러한 결과는 수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행에 한 학습 방식

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그림 집단이 애니메이션 집단보다 높

은 수행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

의 상호작용과 과제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참고).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제곱

과제 유형 .074 1 .074 1.201 .006

학습 방식 1.157 1 1.157 18.676** .085

과제 유형×학습 방식 .055 1 .055 .880 .004

오차 12.512 202 .062 　

<표 11>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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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5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제곱

과제 유형 .162 1 .162 2.730 .013

학습 방식 .803 1 .803 13.540** .063

과제 유형×학습 방식 .031 1 .031 .522 .003

오차 11.977 202 .059 　

<표 12>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수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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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

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

먼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 그리고 테스트 유형에서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어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은 테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밝 졌다(<표 13> 참고). 

** p<.01 * p<.05

이에 사후검정을 통해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이 테스트 유형 

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때 분석에서는 독립표본 t검증이 사용

되었으며 유의 수 은 .025로, Bonferroni‘s method에 의해 보정되었다. 사후검

정 결과, 애니메이션 집단이 그림 집단보다 모든 테스트 유형에서 높은 지식착

각 수 을 보 으나 이러한 결과는 이 테스트에서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제곱

테스트 유형 .013 1 .013 .557 .003

테스트 유형×과제 유형 .274 1 .274 11.477** .054

테스트 유형×학습 방식 .093 1 .093 3.906** .019

테스트 유형×과제 유형×

학습 방식 
.006 1 .006 .250 .001

오차 4.818 202 .024 　

<표 13>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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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14> 참고). 

다음으로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수행에 미

치는 향은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지만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표 

15> 참고). 

** p<.01 * p<.05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제곱

테스트 유형 .995 1 .995 51.957** .205

테스트 유형×과제 유형 .354 1 .354 18.479** .084

테스트 유형×학습 방식 .156 1 .156 8.149** .039

테스트 유형×과제 유형×

학습 방식 
.004 1 .004 .220 .001

오차 3.870 202 .019

<표 15>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수행에 미치는 향 

테스트

유형

애니메이션 그림 95% 신뢰구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204) p 하한가 상한가 Cohen's d

기억

테스트
.14 .16 .07 .18 3.129 .002 .027 .123 .411

이

테스트
.18 .23 .05 .24 4.181 .000 .073 .204 .553

<표 14> 각 테스트 유형에서 학습 방식에 따른 지식착각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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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사후검정을 통해 학습 방식이 수행에 미치는 향이 테스트 유형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기억 테스트에서는 

그림 집단과 애니메이션 집단의 수행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그림 집단의 수행이 애니메이션 집

단의 수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6> 참고). 

테스트

유형

애니메이션 그림 95% 신뢰구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204) p 하한가 상한가 Cohen's d

기억

테스트
.59 .18 .63 .16 -1.898 .059 -.095  .001 -.234

이

테스트
.45 .22 . .58 .21 -4.153 .000 -.189 -.067 -.604

<표 16> 각 테스트 유형에서 학습 방식에 따른 수행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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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 요약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실시되었다. 첫째, 

과제 유형(선형, 비선형)에 따라 학습 방식(애니메이션, 그림)이 지식착각

과 수행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둘째, 과제 유

형에 따라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기억 테스트, 이 테스트)이 지식착

각과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는 해 206명의 학생을 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때 지식착각과 

수행의 수 은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여 암기 학습

(rote learning)뿐만 아니라 유의미 학습(meaningful learning)의 에서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이 두 변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

다. 본격 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해 

애니메이션과 그림 학습에서 사 지식 수 과 공간지각능력, 그리고 과제 

친숙도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기반으

로 앞서 언 한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애 의 연구 가설

과 달리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학습 방식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집단은 그림 집단 보

다 더 높은 지식착각 수 을 보 으며 수행 측면에서는 그림 집단이 애니

메이션 집단보다 높은 수행 수 을 보 다. 다음으로 과제 유형에 따라 학

습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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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식착각에 한 과제 유형과 학습 방식, 그리고 테스트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과제 유형과 상 없이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

착각과 련해서 모든 테스트 유형에서 애니메이션 집단의 지식 착각 수

은 그림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는 

이 테스트에서 극 화되었다. 한 수행의 경우, 기억 테스트에서는 애니

메이션 집단과 그림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그림 

집단의 수행이 애니메이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애니메이션의 수행에 있

어서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가 이 테스트에서만 발생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방식의 향이 단순이 주어진 지식을 암기할 때 보다 깊은 

수 의 이해가 요구되는 학습 상황에서 더 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

과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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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집단이 그림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지식착각 

수 을 보 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애니메이션 집단과 그림 집단

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인지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집단에서는 상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구 해주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인지  편안함을 경험하지만 그림 집단

은 모든 상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스스로 구 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지  편안함과 인지  어려움이 유발하는 사고의 형태가 다르다. 

Tversky와 Kahneman(1974)에 의하면,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어

려움은 분석  사고를 활성화하는 데 비해, 인지  편안함은 직  사고

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인지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은 실제 이해 수 을 

단하는 데 필요한 단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제의 컨텐츠 측면에서 

분석 으로 자신의 이해 수 을 단하게 되지만, 인지  편안함을 경험한 

집단은 ‘이해’에 한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 수 을 직

으로 단하게 된다(McElroy & Seta, 2003). 

그러나 ‘이해’에 한 개인의 신념은 실제 과제에 한 이해를 제 로 

측하지 못할 수 있다(Unkelbach & Greifeneder, 2013). 일반 으로 학습과

정에서 무엇인가가 막힘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그 과제를 

잘 이해하 다고 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집단에서 경험

하는 인지  편안함은 학습의 컨텐츠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제가 

제시되는 맥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과제에 한 이해 수 을 단하는 

데 불필요한 단서로 작용한다(Evans, 2006; McElroy & Seta, 2003).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유창성으로 인해 유발된 인지  편안함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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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제에 한 이해 수 을 단하는 애니메이션 집단은 높은 지식착각

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 지식착각은 과제에 한 자신의 이해 수 을 

실제보다 높게 지각하여 과  추정하도록 하여 과제에 한 후속 노력의 

투입을 방해하고 학습자를 불완  학습에 이르게 한다는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집단은 그림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수행 수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착각이 수행에 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일반 으로 지식의 습득은 개념에 한 극 인 탐색이 제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Lakshmanan & Krishnan, 2011). 그러나 지식착각 수 이 

높은 애니메이션 집단의 경우 필요한 학습과정에 인지  노력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림 집단의 경우 상의 움직임을 스스로 표상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지  어려움이 지식착각의 유발을 막을 수 있다. 

Bjork(1994)에 따르면, 인지  어려움은 학습 내용에 한 극 인 정보 

처리를 진하고 보다 높은 수 에서 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그림 집단이 애니메이션 집단에 비해 수행에서 높은 수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어려움이 과제를 보다 심화

된 수 에서 처리하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Yue, Castel, & Bjork, 

2013). 

이 게 본 연구에서 학습 방식이 지식착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을 때 반 으로 애니메이션 집단에서 높은 지식착각 수 과 낮은 

수행이 나타난 것은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결과

를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Awan & Stevens, 2006; Paik & 

Schraw, 2013; Schnotz & Rasch, 2005; Schnotz & Rash, 2008). 더 나아

가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유형을 분석에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

을 정의하고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섬세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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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집단 별로 비교해보면 과제 유형과 상 없이 애니메이션 집단보

다 그림 집단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다. 그러나 테스트 유형을 분석에 포함

하 을 때 애니메이션과 그림 집단 간의 수행 차이는 이 테스트에서 기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억 테스트에서 두 집단 간의 수행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이 테스트에서 두 집단 간에는 많은 수 차이가 발생하

다. 기억 테스트는 단편 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다

면 이 테스트는 학습 내용에 한 깊은 이해 수 을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Bransford & 

Schwartz, 1999). 따라서 보다 심화된 수 에서 학습내용을 처리한 그림 

집단이 애니메이션 집단에 비해 이 테스트에서 높은 수를 받을 수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이 테스트 수행이 애니메이션 집단보다 그림 집단에서 높게 나

타나는 양상은 지식착각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서는 반

으로 그림 집단보다 애니메이션 집단에서 지식착각이 높게 나타나지만 지

식착각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 집단의 차이는 이 테스트 상황에서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애니메이션 집단이 이 테스트에서 보인 

낮은 수행은 이들 집단이 그림 집단보다 이 테스트에서 높은 지식착각

을 보 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동안 학습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단순

히 수행을 사실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억 테스트

로 수행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사실  기억, 이해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수행을 정의하고 여러 테스트를 연구에서 사용하더라도 실제 분석

에서는 각 테스트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Höffler & Leutner, 2007; Ke, Huifen, & Ching,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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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수행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 게 테스트 유형을 염두에 두고 수

행을 집단 별로 비교해보는 과정은 유의미 학습의 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수행을 유의미 학습의 에서 살펴보았을 때 애니메이션 집단은 암기 

학습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니메이션 집단이 기억 테스트

와 이 테스트에서 보인 수행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들 집단은 기억 테스

트보다 이 테스트에서 수행이 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습에서 이러한 패턴은 암기 학습에서 두드러진다(Mayer, 2005, 2008). 암

기 학습에서는 학습 내용을 편화된 지식으로 학습하는 특성을 보이고 

마치 무의미 철자를 학습하듯이 정보를 기계 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단편

인 내용을 묻는 기억 테스트에서는 높은 수를 받을 수 있지만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용하는 이 테스트에서는 높은 수를 기 할 

수 없다. 

반면 그림 집단에서는 암기학습 보다 유의미 학습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그림 집단은 애니메이션 집단에 비해 반 으로 더 높은 수행을 보

으며 이들 집단 역시 애니메이션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수

보다 기억 테스트 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두 테스트에서의 수 차이는 

애니메이션 집단보다 작았다. 따라서 그림 집단에서의 학습 결과는 애니메

이션의 경우보다 유의미 학습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는 학습 방식과 테스트 유형이 수행에 미치는 향이 과제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 유형 변인을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할 때 유의미 학습의 측면에 좀 더 의미 있는 시사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같은 그림 집단에 속해있는 학습자라도 선형과제와 비

선형 과제  어떤 과제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양상이 달라졌다.  

선형 과제를 그림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자들은 이 테스트보다 기억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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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서 더 높은 수를 받아 암기 학습의 패턴을 보 지만 비선형 과제

를 그림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자들은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에서 모

두 비슷하게 높은 수를 획득하여 유의미 학습에 매우 근 한 양상을 보

다. 

결국 그림 집단에서 기억 테스트와 이 테스트 수행 간의 차이가 애니

메이션 집단에서 보다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비선형 과제를 그림으로 학

습하 을 때, 테스트 결과에서 유의미 학습의 패턴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암기 학습이 학습 내용을 표면 으로 이해하고 분 될 형태로 학습하는 

것이라면 유의미 학습은 새롭게 배운 학습 내용을 기존의 지식과 련지

어 이해하고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따

라서 비선형 과제를 그림으로 학습한 집단은 의미  측면에서 학습 내용

을 심층 으로 처리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교육 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통 학습 상황에

서 애니메이션이 도입되는 이유는 과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지원하고 보다 심화된 수 에서 과제에 한 학습자의 이해 

수 을 높이기 해서이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면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 와 달리 오히

려 좀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에서 애니메이션이 미치는 부정 인 향이 

극 화 될 수 있다.  

 도 인 과제일수록 스스로 사고해 보고 학습의 논리 구조를 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상황에서는 인지  편안함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인식하고 교사 역시 학습자가 경험하는 인지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몰두해 있다. 학습에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무조건 학습자가 

인지 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교수 방법을 바꾸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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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어려움의 

정 인 측면을 인식하고 학습자를 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과제란 학습자의 능력 수 을 벗어난 과제가 

아니다. 애니메이션은 학습자들의 능력 수 을 넘어서는 과제에서는 혼자

서 불가능 했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enabling function)을 

담당할 수 있다(Bétrancourt & Tversky, 2000). 그러나 다소 어렵더라도 

인지  노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애니메이션이 도와

주었을 경우(facilitating function)에는 오히려 학습 내용에 한 과확신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깊게 이해하려는 자기조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Schnotz & Rash, 2008). 

인지  어려움에 직면하 을 때 극 인 자기조  행동이 유발될 수 

있으며 반성 으로 자신의 이해도를 검할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은 

학습자의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일 수 

있도록 하면서 본유  인지부하를 감소시키지 않은 선에서 학습자의 

극 인 사고 활동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바탕에는 

흥미가 학습자의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제가 깔려 

있다(임묘진, 김성일, 2006; 최 열, 박주용, 2012).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학습자는 정지된 그림으로 과제를 학습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 과제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이때 

애니메이션에서 유발된 흥미가 학습동기로 이어져 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다(Rieber, 1991). 

이러한 은 학습을 정보 달의 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때 

학습자의 역할은 소극 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으며 학습에서 

정보를 달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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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해서는 과제에 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요하다(윤미선, 김성일, 2003; Mayer, Hegarty, Mayer, & 

Campbell, 2005).    

그러나 학습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과제에 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때 유발된 흥미가 실제 효과 인 학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유발된 흥미가 과제 학습에 

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든다는 

가정과 달리 애니메이션에서 발생된 흥미는 본유  인지부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능동 인 사고 활동을 해할 수 있다(Mayer, 

2001). 

더군다나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학습자에게 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 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애니메이션을 통해 유발된 흥미는 과제에 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력 인 군더더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Harp & Mayer, 

1997; Kim, Yoon, Whang, Tversky, & Morrison, 2007). 

능동 으로 학습의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은 필연 으로 어려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기 으로 약한 인출 

강도(retrieval strength)를 반 할 수 있지만 장기 으로 기억 

강도(storage strength)를 강화시키면서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Bjork & Bjork, 2011; Yue, Castel, & Bjork, 2013). 

애니메이션이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구 해  때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쉽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인출 강도를 느낄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때 경험한 강한 인출 강도를 지표로 해당 과제를 

성공 으로 학습하 다고 생각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지  노력을 더 이상 



- 83 -

투입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도움이 사리진 후 인출 강도의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어렵더러도 스스로 정지된 그림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추론한 집단이 애니메이션 학습 집단보다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약한 인출 강도를 보이더라도 장기 인 에서 

보았을 때 학습에서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때문에 학습자는 더 많은 인지  자원을 투입하여 

극 으로 과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높은 수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진하는 것은 매우 요한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지 까지 수업에서 애니메이션의 활용은 

지나치게 피상 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도와주는 것과 신해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학습에 왕도는 없다. 학습이란 인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학습자의 

극 인 사고활동을 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 을 경우 애니메이션의 

활용은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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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의  제한   후 속  연 구  제언

본 연구 에서는 연구 가설과 달리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 지식착

각과 수행에 미치는 향이 다르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 선형성 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는 과제 유형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과제 유형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할 요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요인

들이 어떻게 애니메이션과 그림의 학습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과제 유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

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과

제의 선형성 여부를 단해야 한다. 즉 학습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하나의 단계를 학습하면 다음 단계를 순차 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의 질(quality)을 추

가 으로 고려해야 한다. Jong과 Ferguson-Hessler(1996)에 의하면 질 인 

측면에서 지식은 표면  지식(surface-level knowledge)과 심층  지식

(deep-level knowledge)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때 표면  지식이 주어

진 정보를 단순히 암기 하는 것만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심층  지식은 

학습 내용에 한 추상 인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과 개념 간의 계

를 명확하게 숙지할 때 습득할 수 있다(Jong & Ferguson-Hessler, 1996; 

Schneider & Stem, 2010).  

그동안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을 

살펴본 그 과제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 인 지

식을 포함한 경우가 많았다. 학습에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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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는 표면 인 ‘ 차’보다 학습의 ‘핵심 원리’가 요하게 인식된다. 

컨  변기 수조 과제에서는 물이 수조 밖으로 배출되고 유입되는 원리

를 명시 으로 제시하여 변기 수조 작동의 과학  원리에 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Hegarty, Kriz, & Cate, 2003). 

 반면 기존의 애니메이션의 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과

제는 학습에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여 선형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표면

 지식을 다루는 경향을 보 다. 컨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에서는 

공기가 유입되고 배출되는 것이 어떤 원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는지 설

명하기보다 단순히 자 거 타이어 펌 가 작동하는 일련의 단계를 설명하

는 선에서 학습이 진행되었다(Mayer & Anderson, 1991). 

그러나 모든 선형 과제가 표면  지식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선형 

과제 내에도 심층  지식이 포함될 수 있다. 를 들어 수학 문제의 경우 

해답을 얻기 까지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여 선형  특성을 보이지만 그 안

에 담겨 있는 지식은 수학  원리와 개념을 담고 있다. 결국 같은 선형 과

제라 할지라도 해당 과제가 담고 있는 지식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과제 

유형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으며 학습의 효과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

다. 

와 같은 논의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Mayer와 Anderson(1991)이 사용한 자 거 타이어 펌  과제를 일부 

수정하여 선형 과제로 활용하 다. 본래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에서는 

자 거 타이어 펌 의 작동 단계가 2단계로 구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Mayer와 Anderson의 자 거 타이어 펌  과제를 5단계로 변경하 다. 이

게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의 단계를 세분화한 이유는 두 과제 내에서 

최 한 동일한 상황을 구 하고자 하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 거 타이

어 펌  과제를 변기 수조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본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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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심층  지식이 과제에 포함되었고 기존에 애니메이

션의 정  효과를 검증할 때 사용되었던 과제들과 차별되는 특성을 보

이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자 거 타이어 펌  과제에서는 펌 가 작동하는 

원리를 명시 으로 언 하지 않았다. 를 들어 자 거 타이어 펌 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원리는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압축실의 공기를 압

축하기 때문인데,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에서는 이러한 압축 원리에 

해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펌  내부의 부품이 연쇄 으로 움직이며 공

기가 배출되는 차에 해 다루고 있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형

과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선형 과제와 달리 심층  지식을 포함하

고 있다는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지 못하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을 분류할 때 선형성뿐만 

아니라 과제가 담고 있는 지식의 질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를 다시 한 번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후속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에 한 논의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측

면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먼  애니메이션의 부정  효과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경험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이 

학습에서 높은 지식착각과 낮은 수행을 유발하게 이유를 유창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 다.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이 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구

해주면서 유발하는 인지  편안함이 학습자들로 하여  학습에 한 스

스로의 이해 수 을 실제보다 더 높게 추정하게 만들고 학습에 한 노력

을 철회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유창성의 메커니즘을 경험 으로 확인하여 애니메이션의 정 인 

효과와 부정 인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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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속 연구에서는 지식착각을 측정하는 방식을 실제 메타인지 모니

터링 환경과 유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착각을 측

정하기 해 학습자들에게 과제가 종료된 후 과제의 정답률을 측하도록 

하고 이 게 측정된 값을 실제 수행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다시 

말해서 측된 과제의 정답률이 실제 테스트에서 획득한 정답률보다 높을 

때, 지식착각을 경험하 다고 해석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이해 

검 활동은 학습이 완 히 완료된 후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

습이 진행되는 도 에도 계속 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며 학습 과정에

서 측된 수행을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Metcalfe & Finn, 200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반복 으로 과제에 한 학습자의 이해 수 을 측정하여 지식 착각

이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이고 어떤 경우에 지식착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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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나 이션  

가 .  자 거  타 이 어  펌  과 제  나 이 션  

단계 나레이션

부품 설명 

자 거 타이어 펌 의 부품은 공기의 유입, 공기의 배

출, 공기의 압력을 조 하는 부품과 공기를 담는 부품

으로 구분됩니다. 흡입구, 유입밸 는 자 거 타이어 

펌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조 하는 역할을 담당합

니다. 손잡이를 로 당기면 유입밸 가 열리고 손잡이

가 아래로 내려가면 유입밸 가 닫힙니다. 한편, 유출 

밸 , 호스는 자 거 타이어 펌  밖으로 나가는 공기

의 흐름을 조 합니다. 한 손잡이, 피스톤 막 , 피스

톤은 공기의 압력을 조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피스톤은 유입밸 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이 

움직일 때마다 유입밸 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

막으로 흡입실, 압축실, 펌  몸체는 공기를 담는 역할

을 담당합니다. 이때 압축실과 흡입실의 크기는 피스톤

의 치에 따라 유동 으로 변화합니다.

1.공기의 유입 

다음은 자 거 타이어 펌  내부의 모습입니다. 

손잡이를 로 잡아 당겨 피스톤이 로 올라가면 흡

입구를 통해 공기가 흡입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2. 공기의 유입 

유입 밸 가 열리면서 흡입실에 있던 공기가 압축실로 

들어갑니다. 손잡이가 로 올라갈 때, 피스톤도 함께 

올라가면서 흡입실의 공간은 어들고 압축실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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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변 기  수 조  과 제  나 이 션  

은 차 넓어집니다.   

3. 공기의 배출 

손잡이를 르면 피스톤이 압축실 안의 공기를 아래로 

면서 내려가고, 열려있던 유입밸 가 다시 닫히게 됩

니다. 그 결과, 압축실 안으로는 더 이상 공기가 유입

되지 못하고, 압축실 안에 있던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

가지 못하게 됩니다.  

4. 공기의 배출 

손잡이를 끝까지 르면 피스톤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서 압축실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압축실 내부의 공기 압력이 최 화되면서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유출 밸 가 열리게 됩니다.

5. 공기의 배출 
열린 유출 밸 를 통해 호스 안으로 공기가 배출됩니

다.  

단계 나레이션

부품 설명 

먼 , 변기 수조의 부품에 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변

기 수조의 부품은 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부품과 물의 

배출을 통제하는 부품으로 구분됩니다. 유입 이 , 

유입 밸 , 유입밸  막 , 부구, 부구 막 는 수조 안

으로 들어오는 물을 조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부구가 아래로 내려가면 유입밸 가 열리고 부구가 

로 올라가면 유입밸 가 닫힙니다. 한편, 손잡이, 연결

막 , 상부디스크, 하부디스크, 사이펀 벨, 사이펀 은 

수조 밖으로 나가는 물을 조 합니다. 상부 디스크는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부 디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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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막 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1.물의 배출 

손잡이를 르면 연결막 가 로 올라가면서 하부디

스크와 상부디스크를 어 올립니다. 그 결과 사이펀 

벨 안에 있던 물이 사이펀 을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

다. 

2. 물의 배출 

내려갔던 손잡이가 다시 로 올라오면서 연결막 와 

하부디스크는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상부디

스크의 경우, 하부디스크 구멍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부 디스크 구멍을 통해 유입된 물은 사이펀 을 통

해 배출 됩니다. 

3. 물의 배출과 

유입

사이펀 을 통해 수조 밖으로 물이 배출되면서 물

에 떠있던 부구도 차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부구가 

내려가면서 서서히 유입밸 가 열리고 유입 이 에

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 물의 배출과 

유입

수조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수조 안으

로 유입된 물보다 사이펀 을 통해 배출되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수조의 물은 계속 어들게 됩니다. 이때 

물의 높이가 사이펀 벨보다 낮아지면, 사이펀 벨 안으

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사이펀 을 통해 물이 

수조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5. 물의 유입 

물은 수조 밖으로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수조 안으로

만 유입됩니다. 이때 높아진 물의 높이 때문에 부구가 

로 떠오르면서 서서히 유입밸 가 잠기고 유입 이

에서는 더 이상 물이 공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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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테스트 화면

가.  자 거 타이어 펌  과제  



- 107 -



- 108 -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나.   변기 수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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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 e  E f f e c t  o f  t h e  a n i ma t i o n  o n  

I l l u s i o n  o f  k n o wi n g  a n d  

P e r f o r ma n c e  i n  Mu l t i me d i a  

l e a r n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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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educators have utilized various animation materials in 

class to support students' understanding of learning. Animation could 

boost students' interest in learning compared to static picture. However, 

it is unsure whether interest triggered by animation really improves 

students' understanding of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nimation-based learning materials on the illusion of knowing and 

performance in multimedia learning compared to static-picture-based 

learning material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effect of animation 

on learning could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task. Whe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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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a linear task that has clear sequential steps, anim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the level of illusion of knowing and have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nimation may have negative effect 

when non-linear task was given because it requires an intentional 

check of prior learning process due to its unclear learning stage. 

Students who learn with animation may overestimate their 

understanding of learning, which can lead to lower performance when 

compared to those who learn the same task with static pictures. Also,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re is interaction among the types of 

task, method of learning, and the types of test. The types of test is 

classified in retention and transfer te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ypes of task and method of learning. Instea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llusion of knowing and 

performance based on the method of learning. Regardless of the types 

of task, the participants who studied with the animation material 

reported a higher degree of illusion of knowing and lower performance 

than those who learned the same contents with static pictures. Even 

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among the types of task, 

method of learning, and the type of tests, the effect of method of 

learning on the illusion of knowing and performance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tests.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llusion of knowing 

between animation learning group and static picture learning group was 

greater in the transfer test than in the retention test. In terms of 

performance, the negative effect of animation appeared on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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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test.

A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animation could keep students 

from doing active learning by reducing germane cognitive load 

inappropriately when compared to the static picture condition. Animation 

could trigger the inflated beliefs on the level of learning, which leads to 

cessation of cognitive effort before the mastery learning has been 

accomplished. On the other hand, static pictures have positive effect on 

learning increasing germane cognitive load.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active learning by inferring the motion of static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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