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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실험 참가자로 하여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이 설명적 교재의 중심

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ᆞ검증한 것이다. 독립변인은 심상유발조건(단순지시ᆞ도움단서제공), 삽화제시

조건(실험자 제공ᆞ참가자 생성), 및 선행지식수준(하위ᆞ상위)이며, 실험요인의 배치는 2 × 2 × 2의 요인설

계로 하였다. 종속변인은 주요점 회상점수와 글 전체 및 단락 중심내용 파악점수이었다. 이상의 독립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은 설명적 교재를 읽을 때 실험 교재자료인 ‘펭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수컷 펭귄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세요.”라는 문장

을 도움단서로 제공하여 교재 내용을 심상하게 하는 심상유발법이 교재 내용을 심상하라는 단순지시보다 주요

점 회상과 중심내용 파악을 더 촉진시켰다. 그러나 글의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삽화가 교재 내에 제시되는 교재

를 읽는 것(실험자 삽화제공)과 참가자가 글의 주요 내용을 삽화로 그려보는 것(참가자 삽화생성) 간에 설명적 

교재의 주요점 회상과 중심내용 파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에 주요점 회상과 중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상효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심상유발조건과 선행지식수준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여 보상가설을 지지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주요점의 회상은 선행지식수준이 가장 

강한 예측자인 반면에, 중심내용 파악의 경우는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조건이 가장 강한 예측자임이 밝혀졌다.

주요어 : 심상, 삽화, 중심내용 이해, 설명적 교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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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부분의 설명  교재(expository text)에는 수많은 명제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자나 교사도 학생이 이 모두를 지하리라고는 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심내용

(main idea)을 확인하는 능력은 이해의 근본 기술로서 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 기억되기를 가장 원하는 명제는 바로 심내용일 것이며, 독자가 심내용을 악하지 못

하면 그 교재는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문선모, 1996). 의 심내용 악을 해선 

먼  심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심내용 과제는 핵심이 되는 요한 내용인 

요지,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해석, 의 알맹이가 되는 핵심단어, 선택  요약/선택  도표, 

의 심이 되는 주제, 내용을 보이기 해 붙이는 이름인 제목, 교재로부터 특정 내용을 드러내

지 않고서 교재의 주제를 일컫는 토픽, 토픽 논 , 주제문/논제문 등으로 정의되어 연구되고 있

다(Cunningham & Moore, 1986).

재 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설명  교재 내에는 독해를 돕기 한 한 방략으로 삽화

(illustration)나 그림이 비교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략으로 심상(mental 

imagery)이 독해력 향상에 효과 임이 밝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을 활용하는 수업은 찾

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삽화만을 수업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  교재를 읽으면

서 교재에 있는 삽화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심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와 기억을 증진시

키는 교재학습의 하나의 방략으로서 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독해방략의 하나로서 심상에 한 연구는 1970년  이후 비교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Majors, 2006). 심상은 시각 , 청각 , 미각 , 후각 , 각/운동감각 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상은 지 ․지각  단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Douville-Ricker(1996)는 주장한다. 

Macomber(2001)는 심상은 학습자가 학습할 때 선행지식이나 경험처럼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시각  심상은 독해에 정 인 효과가 있고, 심상방략은 독해력 향상 방안으로 활용된다

고 하 다. 

심상 련 연구들을 체로 심상형성을 한 실험 자료 변인의 조작에 한 것, 심상유발조건

에 한 것, 학습자 변인에 한 것 등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심상형성을 

한 실험자료 변인 조작의 경우, 실험 자료는 단어목록, 문장, 교재 자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단어목록 자료의 경우는 연합과제(Cramer, 1981), 변별학습 과제(Levin, et al., 1973), 는 핵

심단어법 (조 석, 1992; Shriberg, et al., 1982)을 용하여 연구되었다. 문장 자료의 경우는 문장

을 읽은 후 심상을 형성하는 연구들, 컨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문장을 읽은 후 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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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게 한 연구(Gambrell & Jawitz, 1993), 등학교 학년에게 생성하게 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 심상을 부과한 연구(Pressley, 1977), 학생을 상으로 단락을 읽고 심상을 형성한 연구

(McCormick & Levin, 1984), 학생을 상으로 심상을 생성하거나 는 문장으로 제시하게 한 

연구(Mcdaniel & Pressley, 1984), 문장의 심내용을 실험자가 제공한 그림으로 심상을 형성하

는 연구(정병화, 1993) 등이 주목된다. 

심상연구에 사용된 교재 자료는 이야기 교재와 설명  교재로 크게 나 어진다. 가령 이야기 

교재의 경우 심상형성에 도움이 될 단서를 제공한 연구(Douville-Ricker, 1996), 등학교 5학년

을 상으로 국어성  수 이 다른 참가자에게 심상형성을 지시한 연구(김기문, 1998), 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이야기 교재를 구두로 제시한 후 심상지시를 한 연구(문선모, 정철민, 2001) 등

이 있다. 설명  교재의 경우는 심상방략을 사용하여 학습내용을 회상하게 한 연구(Guttmann, 

Levin & Pressley, 1977), 설명  교재 처리에서 실제 이고, 구체 인 것일수록 더 잘 기억된다

는 심상연구(Chan, Cole & Morris, 1990), 교재를 읽은 후 심내용과 련되는 심상유발에 도움

이 될 단서를 제공한 연구(Douville-Ricker, 199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 인 단어목록

이나 문장보다는 설명  교재에 용하기로 하 다.

둘째, 심상형성을 한 심상유발조건에 하여 살펴본다. 실험자가 단순히 심상을 형성하라는 

단순지시를 하거나(Gambrell & Jawitz, 1993), 읽은 에 하여 그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 생각

하게 하거나(김기문, 1998; 문선모, 정철민, 2001), 심상형성에 도움이 될 단서를 주어 그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 생각하게(정병화, 1993; Douville-Ricker, 1996) 하 다. 그런데 단순지시는 등학

생의 경우 불확실하여 그 효과가 의문시 되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단서를 제공하

여 심상을 유발하게 하는 조건과 단순지시로 심상을 유발하게 하는 조건의 효과를 비교하기로 

하 다.

셋째, 심상형성을 한 학습자 변인 즉 개인차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차 변인으로는 심상능력

(Levin, et al., 1974), 시·공간  능력(Delaney, 1978), 읽기능력(Jorm, 1977; Richardson, 1975), 언

어능력(Delaney, 1978), 성별(Rowher & Ammon, 1971), 연령(Rowher, 1970) 등이 비교  주목

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 변인으로 선행지식수 , 심상과 삽화와 의 계 인지, 심

상과 삽화의 도움정도 인지를 용하기로 하 다.

한편,  다른 심사인 삽화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이 시각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의 

양이 듣거나 읽기를 통해 획득된 정보의 양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인간의 기억체계와 학습에 

한 인지심리학의 그림에 한 연구는 많은 향을 끼쳤다. 인간이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기

억해서 명제나 사물, 는 사물간의 계를 악할 때 인지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는 삽화나 

그림이 유용한 역할을 한다(Wright, 1992).

시각 언어인 삽화는 문자 언어와는 다르게 직  감각 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내용을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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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잘 알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나아가 문자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보다 효율 으로 

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삽화제시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효과

으로 문장의 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삽화는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삽화 자료들이 학습 자료로 제시되어 활용될 때 삽화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학습

의 기본 요소인 교과 내용을 설명하기 한 자료로 이용되며, 탐구과정과 활동에 따라 하게 

제시될 때 교육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교재 내용에서 문자 언어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삽화가 그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삽화 연구들을 실험자료 면에서 살펴보면, 이야기 교재와 설명  교재가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 교재와 설명  교재 각각에 주로 삽화유형과 삽화제시조건을 달리하여 연

구되고 있었다. 삽화유형별 효과 검증연구의 경우, 이야기 교재에 부분  삽화를 제시한 연구

(Pressley & Miller, 1987),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 단락 내용을 삽화로 제시하는 연구(Gambrell 

& Jawitz, 1993), 체삽화를 제시한 연구(Levin & Lesgold, 1978) 등이 있었다. 설명  교재에는 

교재의 체 내용을 삽화로 나타내어 제시하는 체삽화(김용욱, 1992; 문선모, 박성옥, 2007; 박

성옥, 2006; Guttmann, Levin & Pressley, 1977), 는 주요 단락의 내용을 삽화로 나타내어 제시

하는 부분삽화(문선모, 박성옥, 2007; 박성옥, 2006; Gambrell & Jawitz, 1993; Guttmann, Levin 

& Pressley, 1977) 등으로 처치하여 연구되고 있었다.

삽화제시조건별 효과검증의 경우, 삽화를 제시하는 조건과 제시하지 않는 조건(문선모, 정철

민, 2001; Gambrell & Jawitz, 1993; Holmes, 1987), 삽화를 제시하거나 생성하게 한 조건(김도기, 

2003), 교재 내용의 이해에 근거가 되는 삽화를 미리 제시하는 연구(Bransford & Johnson, 1973), 

실험자가 삽화를 제시한 연구(문선모, 박성옥, 2007; 박성옥, 2006; Spiro, Bruce, & Brewer, 1980)

와 참가자가 삽화를 생성한 연구(문선모, 박성옥, 2007; 박성옥, 2006)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해의 수 을 높이고 더 깊게 하는 방법으로서 심상과 삽화가 

연구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심상을 이용한 부분의 연구들은 단

순히 머릿속에 심상을 형성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부분이었을 뿐 학생들이 구체 으로 어

떻게 심상을 유발할지 막연하다는 문제 이 있었다. 학생 자신이 형성한 심상이 읽은 의 내용

에 합한지에 한 문제 도 있어서 심상유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일반 인 심상

효과는 목록자료, 문장자료에는 심상이 바로 나타나는데 길이가 긴 교재의 경우 심상유발 효과

가 나타날 것인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삽화에 한 연구는 그림에 들어있는 정보를 

학생들이 상기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 왔다. 삽화를 제시하는 조건들 즉 삽화 유무에 한 

연구는 삽화를 제시 했을 때 효과 인 결과를 보 다. 그리고 삽화제시 조건을 달리한 연구, 즉 

교재의 심내용을 실험자가 삽화로 제시하는 조건과 교재를 읽고 참가자가 그 내용을 삽화로 

그려보는 연구가 간혹 있었다. 그런데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의 상호작용효과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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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가 힘들었다. 특히 이런 상호작용효과기 밝 지면 심상과 삽화를 련지어 심내용을 악

하는 수업을 하여 읽기 지도, 독해수업, 심내용 이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이나 교재 자료에 한 심상 유무의 단순비교보다 길이가 비교  긴 설명  교재를 

학생들이 읽고  체에 한 심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단순지시로 심상을 유발

하게 하거나 심내용에 한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게 하는 심상유발조건이 설명

 교재의 주요  회상과 심내용 악에 미치는 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실험자가 교재 내에 삽화를 제시하거나 참가자가 삽화를 생성하는 삽화제시조건이 설

명  교재의 주요  회상과 심내용 악에 미치는 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심상유발조건, 삽화제시조건 는 선행지식수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지식은 새 교재 자료의 이해에 필수 이다. 왜냐하면 인지이론이 끼친 

향에 의하면, 이해학습의 정도는 반드시 이미 아는 지식이 새 학습 자료와 련되는 것의 함수이

기 때문이다(문선모, 2007). 특히 교재구조와 선행지식의 보상가설(compensatory hypothesis)에 

의하면, 교재구조의 강함은 선행지식의 약함을 보상하고, 선행지식의 강함은 교재구조의 약함을 

보상하는 것으로 밝 졌다(문선모, 황흔귀, 2007; Wylie & McGuinness, 2004). 따라서 심상유발

조건 는 삽화제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에 서로의 강함이 약함을 보상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도움단서를 제공하

여 심상을 유발하는 조건인 심상의 강함은 참가자가 삽화를 생성하는 조건인 삽화의 약함을 보

상할 것인지 는 삽화를 실험자가 제공하는 조건인 삽화의 강함은 단순지시로 심상을 형성하

게 하는 조건인 심상의 약함을 보상할 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즉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

건의 보상가설을 밝히기로 한다.

넷째, 개인차 변인으로서 선행지식수 , 심상과 의 계인지, 심상의 도움정도 인지, 삽화와 

의 계인지, 삽화의 도움정도 인지, 생성한 삽화와 의 계인지, 생성한 삽화의 도움정도 

인지 등이 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측효과를 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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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상과 삽화의 이론적 기초

1) 이 부호화 이론

Clark와 Paivio(1991), Paivio(1971)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 인지  부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기능은 교재나 오디오 같은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삽화와 사운드 같은 비언어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 부호화 이론은 언어와 비언어(심상)의 통합된 체제 속에서 인지

를 결합한 이론이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 사이의 연결은 요하다(Sadoski & Paivio, 2001). 

Paivio(1986)는 정보 입력을 한 정신  부호의 두 체제를 구별한다. 첫째는 언어  표상인데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단어들과 언어의 순차  처리에 연합된 추상  부호화 이론을 세웠고, 둘째

는 공간  정보의 구체 이고 병렬  처리와 같은 경험의 비언어  요소를 다루는 심상표상이

다. 이들 두 상징  체제들은 독자 으로 는 병렬 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심상(비언어

)을 단어(언어 )에 유발시키고, 단어를 심상에 유발시키는 상호 연결 작용을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제시된 이 부호화 이론의 기본 제는 정보의 표상이 상호 련된 두 개의 

표상부호 체계 즉 언어부호 체계와 심상(비언어)부호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Paivio는 언

어정보와 비언어정보는 상호 련되어 있지만 기능 으로 독립되어 있는 개별 의미를 가지는 

부호로서의 언어체계와 하나의 그림덩어리와 같은 이미지로서의 심상체계에 개별 으로 표상

되고 정보처리 된다고 했다. 즉, 언어와 심상은 따로 같이 정보를 장시킬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심상체계는 구체  사물과 사건에 한 정보는 부호화하여 장하고, 체제화하며, 변형

시키기도 해서 상사 (相似的) 형태로 표상한다. 그런데 언어체계는 수시로 입력되어지는 불연

속 인 언어정보와 구조를 다루는데 효과 이다. 두 체계가 독립 이라 함은 정보의 유형에 따

라 체계에 근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며, 두 체계가 상호 련되어 있다는 말은 

심상 정보가 언어 정보로 변형되거나 언어 정보가 심상 정보로 변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ivio는 심상이 개념  걸이(conceptual peg)를 제공하여 기억 인출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개념  걸이에서, 심상은 정보 회상과 이해를 해 사용된다(Sadoski, 1983). 분명히 

Paivio의 이 부호화 이론에 의하면 읽기와 련된 인지처리와 의미구성에서 심상은 심 인 

역할을 한다. 한 Nelson, Reed  Walling(1976)은 삽화를 통해 제시된 정보는 언어를 통해 

제시된 정보보다 더 잘 기억되는데, 이를 삽화우월성 효과(picture superiority effect)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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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학습 이론

생성학습이란 학습자가 정보를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극 인 참여자로서 정

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한 활동이다(Wittrock, 1974). 그리고 McNamara(1995)는 학습자가 

정보를 단순히 재생하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에서 정신활동과 인지 차

를 이용하여 심상이나 삽화를 생성해 내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다. 이는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새롭고 안정 인 인지 차의 형성을 진하는 것이다. 생성학습 활동은 독해의 

기본 인 인지과정으로서 학습자가 학습 자료들 간의 의미, 학습 자료와 선행지식  경험들 간

의 계를 능동 으로 구성하는 인지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생성은 발견이 아닌 이해의 기본

인 인지과정으로 학습자가 학습 자료 간의 의미, 학습 자료와 선행지식  경험 간의 계를 능

동 으로 구성하는 활동이다(강재희, 1996). 한 Tulving과 Thomson(1973)은 생성 활동 는 

생성학습 활동을 구체  약호화를 한 인지단계의 수정활동이라고 하 다.

Wittrock(1990)의 생성학습 이론(generative learning theory)은 학습자들이 정보와 경험 간의 

한 계성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 못할 경우 언어  장치( 컨 , 토픽, 제목, 표

제, 선행조직자 등)나 심상  장치( 컨 , 그림, 사진, 도식조직자 등)의 제공을 통하여 학습효

과를 상승시킨다고 하 다. 그리고 9 - 10세부터 학생들은 차 설명  교재를 이해하는 도구로 

심상을 스스로 생성하고 기억할 수 있다.

생성학습에 한 연구는 생성학습에 련된 노력의 양으로 생각하는 견해(McFarland, Frey, 

& Rhodes, 1980), 의미 활성화의 필요성으로 보는 견해(Graf, 1980), 자극단서와 목표 간의 계

를 시하는 견해(Donaldson & Bass, 1980), 생성학습 효과는 다 요인에 근거한다는 견해

(Hirshman & Bjork, 1988) 등이 표 이다. 한 Donaldson과 Bass(1980)의 연구에서는 재인과

제와 회상과제, 그리고 묵시  기억과제에서 생성학습 효과가 발견되었다. Nairne(1988)는 단순

학습과 반복학습 그리고 의도  학습뿐만 아니라 우연  학습에서도 생성학습 효과를 발견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인지구조에 한 차  기능을 선호한다는 증거이며, 이는 인지활동을 수행

하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많은 측면에서 요하다. 박성옥(2006)은 생성학습에서 

사용되는 상상은 심상을 만들어 내고 운용하는 능력이라 했다. 교수기법으로서의 생성학습은 언

어 으로 제시된 내용을 심상으로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그 정보에 

근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학습의 처치로 참가자로 

하여  읽은 의 내용에 해 심상을 형성하거나 삽화를 그리게 하여 생성학습의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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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상 및 삽화와 교재처리

1) 읽기의 구성  성격

독자는 읽기를 통하여 교재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독해를 한다. 숙련된 

독자는 교재를 직 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한 반응으로 바로바로 내용을 구성해가면서 읽는

다. 구성 으로 반응하는 독자들은 교재를 이해하여 교재에서 요한 주제를 회상해 낸다. 

Spiro, Bruce  Brewer(1980)는 회상을 도식이 회상 과정을 안내하는 틀을 제공하는 재구성과

정으로 보았다. 문선모(2007: 286)는 “회상은 단지 장된 정보를 기억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장된 도식에 기 하여 정보와 사태들을 재창조하는 것이며, 단어, 문장  단락들은 그 자

체가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의미를 학습자는 구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미의 구성  원리는 W. Kintsch(1998)의 구성-통합이론(construction-integration 

theory)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교재의 의미 표상은 들어오는 자료(교재)와 선행지식 간의 상호작

용을 내포하는 상황모형(situation model)의 형성 과정을 통해 작업기억 내에 구성된다.

구성  읽기는 세 단계를 거친다(문선모, 남경임, 2005). 첫째 단계로 독자는 교재의 체  

의미를 악하기 하여 극 으로 심내용을 찾으며 교재에 반응한다. 능숙한 독자들은 부

분 거시명제 구성으로 심내용을 미리 악하여 찾고, 많은 정보를 얻기 하여 기 가설을 

정하여 읽으면서 련된 교재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단계에서 독자는 선행지식을 반

하는 가설과 측으로 반응한다. 읽기는 극 이고, 활동 이며, 교재내용에 한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독자 체험의 의미구성을 표 한 것이다(Douville-Ricker, 1996). 즉 정신  표상은 

읽는 과정에 언어학  특성에 의한 단서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고, 교재에서 비롯된 독자의 선행

지식으로부터 구성된다. 선행지식은 교재를 이해하는데 강력한 근거가 된다. 셋째 단계에서 독

자는 아주 극 으로 교재에 반응한다. 이 반응은 얼거리며 생각하기 반응자료(think aloud 

protocol)의 분석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문선모, 남경임, 2010). 특히 의미 정교화 과정은 심상

방략에 의해 진될 수 있다.

2) 심상효과

심상이 회상, 재인, 문제해결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 으로 인정

되고 있다. 심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은 시각 인 것만이 아니고 청각, 미각, 후각, 각/운동

감각 등이 있다(Douville-Ricker, 1996).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학습자들이 어떻게 창의 으로 이

해하는지에 해서 궁 해 왔었다. 학습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과정과 차가 생기는가? 그리고 

이해와 학습을 해 노력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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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자들은 읽기와 이해 사이에 경험의 걸이(peg)에 해 연구했다. 그리고 3, 4학년 경부터 

학생들이 차 설명  교재 처리의 도구로 심상을 스스로 생성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됨을 확인했

다(Pressly, 1977).

Paivio(1971)는 심상이 언어 기억에서 특징들을 상기시키고 진함을 발견하 다. 심상은 회

상을 향상시키고, 효과 인 약호화, 장, 그리고 문장이나 에서 의미의 인출을 돕는다. 추상

인 문장이나 들보다 구체 인 단어들과 문법 인 형태들을 더 잘 기억한다. 그래서 추상  

의미가 구체  단어들에 의지하고, 구체 인 의미는 비언어  부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독특한 

어법을 기억한다(McNamara, 1981). Chan, Cole  Morris(1990)는 설명  교재 처리의 심상연

구에서 정보가 더 실제 이고, 더 구체 인 것일수록 기억이 더 잘된다는 것을 밝혔다.

Sadoski(1983)는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보고한 심상 연구에서 이야기의 정(story's 

climax)에 한 자발  심상과 깊은 수 의 처리 사이에 계가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여러 학

생들이 시각화하고, 주제의 의미포착 없이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정신  그림보다는 깊은 수 의 

이야기 주제를 수용하는 정신  걸이와 같은 심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Sadoski(1985)

의 확장된 심상보고 연구에서 보여  결과는 효과 이었다. 즉, 기억 속에는 구체 인 심상이 

장되어짐을 보여주고, 장된 심상은 이야기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구체 인 심상을 

장한 것은 인출을 고려한 것 같이 보 다. 그러므로 심상은 기억에서 정신  걸이를 사용한 

이해방략일 수 있다. 한 Nunez(2003)는 심상을 통해 언어  의미를 이해하고, 총체  회상과 

깊은 수 의 이해는 심상능력과 계됨을 됨을 밝혔다. Douville-Ricker(1996)는 설명  교재나 

이야기 교재에 주요 이나 심내용과 련된 도움단서를 제공하면, 심상을 진하고, 교재이해

에서 구체  정보를 더 잘 회상한다고 하 다. 

문선모, 정철민(2001)은 이야기 교재의 제시유형(그림제시와 심상지시)과 아이디어 단  수

(상 , 하 )에 계없이 들려  이야기 교재의 이해 정도는 차이가 없고, 연령 간에는 차이를 

보여 6학년은 심상지시가 3학년은 그림제시가 효과 이었음을 밝혔다. 김기문(1998)은 교재 내

에 삽화가 제시되거나 심상이 지시될 때 교재내용의 이해가 진된다고 했다. 정병화(1993)는 

교재의 주요 내용을 실험자가 제공한 그림으로 심상을 형성하여 학습하는 심상방략이 교재내용

만 학습하는 것보다 등학생에게 심내용 이해를 효과 으로 진시킴을 밝혔다. 그리고 

Carrier, 외(1983)는 6학년 상 실험에서 그림제시보다 심상지시 조건에서 학습이 더 진되었

음을 보여주었다. Guttmann, Levin,  Pressley(1977)는 등학교 3학년을 상으로 설명  교

재에 심상방략 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내용을 회상하게 한 연구에서 심상방략 효과가 있음을 알

아냈다. 란(1992)은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심상방략이 학업성취 수 과 이과제의 해결

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심상방략의 사용에 심상지시도구(시청각 자료)와 심상지시방

략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심상지시방략만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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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심상지시도구가 없는 수업사태에서도 심상지시방략을 효과 으로 제공하면, 수업사

태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3) 삽화효과

학생들은 다양한 감각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자극들 에서도 시각  경험은 인간 정

신의 가장 핵심 인 경험에 속한다. Pressley와 Miller(1987)는 암시된 정보의 약호화에 미치는 

부분  그림효과를 검증한 결과, 6 - 7세 아동은 주어진 암시  문장들에서 생략된 도구를 자발

으로 추론하지는 못하지만, 부분  그림이 동시에 주어지면 추론이 조장되어서 문장 회상을 

증진시키나, 4 - 5세 아동들은 생략된 도구를 포함하는 완 한 그림이나 그 도구를 암시하는 부

분  그림에 의해서 회상이 증진되지 않는다고 하 다. 한 김도기(2003)는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교재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교재를 처리하는 것과 평소의 방식 로 교재 내에 제

공된 삽화를 보면서 교재를 처리하는 것 간에 교재회상과 교재이해는 차이가 없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김용욱(1992)은 학생을 상으로 그림유형이 교재기억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 교

재의 부가물로 삽입된 그림은 그림을 삽입하지 않은 것보다 교재기억을 향상시킴을 밝혔다.

제공그림과 생성그림의 효과성은 그림을 사용하는 나이에 따라 좌우된다고 밝힌 증거가 있다. 

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제공그림을 통하여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생성그림은 잘 사용하지 

못하 다. 이것은 심상을 생성할 수는 있으나 생성한 심상을 기억의 단서로 활용하지 못하여 검

사 시에 효과 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uch & Levin, 1979). 특히 Levie와 Lentz(1982)는 

삽화의 효과에 한 55개의 실험연구에 한 메타분석에서, 삽화로 표 되지 않은 정보(non- 

illustrated text information), 삽화 내에서만 제시된 정보(picture only information), 그리고 삽화

로 표 된 교재정보(illustrated text information)로 나 어 분석한 결과, 삽화로 표 되어 있는 

교재 내용을 학습하는 데는 도움을 주나, 삽화로 표 되어 있지 않은 교재 내용을 학습하는 데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음을 밝혔다.

그런데 Levin과 Lesgold(1978)는 등학생 상 연구에서 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삽화

와 함께 말로 이야기를 제시하는 경우, 실제 으로 학습효과가 있었으며, 이 연구 결과가 교과서

에 있는 삽화의 효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실제 읽기 상황에서도 내용과 

일치하는 삽화가 학생과 성인 모두에게 효과 이었다(Haring & Fry, 1979). Bransford와 

Johnson (1972)도 이야기를 제시받기 에 문장들이 상술하는 사건의 개념  근거가 되는 그림

을 본 참가자들은 이야기만을 제시받은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평정했으며, 

두 배나 많이 회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Bransford와 Johnson이 지 했듯이 삽화는 들었던 문장

들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연결하거나, 는 조직하도록 하는 기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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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tmann, Levin  Pressley(1977)는 설명  교재 내용에 한 완 삽화와 부분삽화의 회상 

효과 비교에서, 유치원 아동은 완 삽화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등학교 3학년은 완 삽화와 부

분삽화 모두에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이 결과로 Guttmann 등은 설명  교재내용을 완

히 되풀이할 필요 없이, 생략된 정보에 해 진 인 강력한 자극을 제공하는 부분삽화의 효과

를 제안했다. 박성옥(2006)은 설명  교재 내에 아무런 그림도 제시하지 않거나(무그림), 제시하

더라도  체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의 끝 부분에 제시하는 것( 체그림)보다는 

단락과 체그림을 동일 교재에 함께 제시하는 것(단락그림+ 체그림)이 설명  교재내용의 주

요  회상과 단락의 심내용 악을 더 진시킴을 밝혔다. 그리고 단락들의 주요 내용을 나타

내는 그림이 단락 속에 제시되는 교재를 읽는 것과 참가자가 단락들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간에 설명  교재 처리 효과는 차이가 없음을 알아내었다. 양해석(1992)은 그림맥락

의 사 제시에 의해 도식의 형성으로 선행지식이 활성화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림맥락의 사

제시는 사후제시보다 이야기 교재의 이해를 진시킴을 확인하 고, 교재의 부가물로 삽입된 그

림은 그림을 삽입하지 않은 것보다 교재기억을 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Weidemann(1989)은 

학생을 상으로 설명  교재와 함께 사진그림을 제시했을 때 본문, 본문과 심상수업, 본문과 

삽화, 본문과 삽화 그리고 삽화 심수업, 본문과 삽화 그리고 심상 심수업의 5가지 조건을 처

치하 다. 연구 결과는 참가자가 삽화를 생성하는 것보다 실험자가 삽화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임을 검증하 다. 그러나 삽화가 있는 교재를 읽은 학생에게 삽화가 없는 교재를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 하도록 하는 Arizpe와 Styles(2003)의 실험에서는 반응의 차이가 없었다.

재 교과서에 삽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삽화가 학습을 향상시키는지 그 교

육  효과에 한 연구들의 결론은 학자에 따라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일 성을 갖지 못하는 이

유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삽화와 련된 형태론 인 어려움(Macdonald-Ross, 1977), 연구에서 사

용하는 삽화자료와 교과서에 있는 삽화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참가자의 학년수 이 다르거나 

이해의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일 되지 않을 수 있다(Haring & Fry, 1979).

4) 심상과 삽화의 상호작용

교육장면에서 활동은 반 으로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떻게 행동하

며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교육  의사소통을 통하여 개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오랫동안 교육

활동에서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심상과 삽화의 상호 계는 읽기를 (학습자료)과 독자(학생)

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상호작용 모형과 계가 있다. 그러므로 Stanovich(1980)의 상호보상

가설이 주목할 만하다. Stanovich는 한 단계의 처리로 인한 장 은 다른 단계의 약 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상호보상가설을 주장하 다. 문선모, 황흔귀(2007)는 학생을 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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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실험 자료로 하여 교재구조의 강함은 선행지식의 약함을 보상하고, 선행지식의 강함은 

교재구조의 약함을 보상함을 입증하 다.

이러한 교재구조와 선행지식의 보상효과를 용하면, 심상과 삽화를 활용하는 독해에서 심상

의 강함이 삽화나 선행지식의 부족함을 보상하며, 삽화의 강함이 심상이나 선행지식의 부족함을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우선 심상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삽화가 강력하게 뒷받

침되면 심상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독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숙하지 

않은 의 독해를 해서는 심상능력을 높이거나 생성하게 하고, 구조 인 삽화를 제공하거나 

생성하게 하는 것이 독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Gambrell과 Jawitz(1993)는 심상지시의 효과 연구에 의하면, 4학년이 삽화가 있는 교재를 읽

은 독해력 연구에서 삽화와 심상을 독립 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교재에 있는 삽화에 주의를 집

하면서 심상을 유발하도록 지시하여 두 방략을 결합했을 때 효과 임을 밝혔다. 이는 심상과 

삽화의 상호작용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Sadoski(1983, 1985)는 심상유발과 교재 련 삽화에 주

의집 하는 결합 방략이 독해에 한 유력한 방략임을 밝혔다. 이는 심상과 교재삽화 사이에 

정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은 심상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삽화

의 강함과 약함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는 요인설계로 실험검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시사하는 심상과 삽화의 상호작용효과를 요인설계로 처치하여 보상가설

을 검증하고자 하 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선행지식은 학습에 요한 변인임이 분명하다.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학습자들이 한 선행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히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을 주변인으로 그리고 선행지식수 을 보조

변인으로 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실험 참가자

본 실험의 참가자 선정을 해 진주시 소재 D 등학교 6학년 292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펭귄’

에 한 선행지식을 ‘단어연상검사’를 통해 조사하 다. 먼  이들  문자해독능력이 히 떨

어지는 4명을 제외한 288명을 상 집단 96명과 하 집단 96명으로 나 었다. 다음으로 선행지식

수 별로 60명씩 무작 표집하여 <표 1>과 같이 8개 실험집단에 각각 15명씩 무작 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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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참가자

선행지식수준
심상유발(단순지시) 심상유발(도움단서제공)

삽화(실험자 제공) 삽화(참가자 생성) 삽화(실험자 제공) 삽화(참가자 생성)

하위

상위

15

15

15

15

15

15

15

15

2. 실험도구

실험도구는 안내문, 읽어두기, 4가지 실험조건에 따른 검사용 교재자료, 시용 자료, 연습용 

자료, 검사자료 등이 포함된 소책자로 구성되었다.

1) 교재자료

검사용 교재자료는 Douville-Ricker(1996)가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6학년 수 에 맞게 재구

성한 것이다. 그리고 교재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편찬

원 1명과 등교사 3명의 자문을 받아 G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비실험을 거쳐 최종 확

정하 다. 교재는 ‘펭귄’에 하여 세 단락으로 구성된 설명  이다. 교재내용은 펭귄이 사는 

곳과 황제펭귄의 특징(첫째 단락; 9개 문장, 77개 단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암수 펭귄의 역할(둘

째 단락; 7개 문장, 57개 단어), 알이 부화한 후 수컷 펭귄의 역할(셋째 단락; 6개 문장, 48개 단어) 

등에 하여 설명하는 이다. 그리고 실험자 제공 삽화는 교재의 주요 내용을 나타내며 본문의 

1/5 크기로 둘째 문단 우측 반 부분에 제시하 다. 

2) 검사자료

검사자료는 단어연상검사, 주요  회상검사, 심내용 악검사로 구성되었다. 단어연상검사

는 선행지식수 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 Wylie와 McGuinness(2004)의 단어연상검사법(word 

association test)를 참고하여 “펭귄”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떠오르는 낱말이나 생각을 

A4 1매에 5분 동안 작성하게 하 다. 주요  회상검사는 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의 주요 을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회상하여 문장으로 쓰게 하 다. 심내용 악검

사는 의 요 , 주제 는 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약문을 작성  하 다. 

Baumann(1986)의 심내용작성법에 의거해  체의 심내용과 각 단락별 심내용을 작성

하게 하 다. 그리고 교재친숙도, 심상과 의 계, 삽화와 의 계, 심상의 도움 정도,  삽

화의 도움 정도에 한 인지를 7  평정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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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설계

본 실험의 실험설계는 독립변인인 심상유발조건(단순지시ㆍ도움단서제공)과 삽화제시조건

(제공ㆍ생성), 그리고 선행지식수 (하 ㆍ상 )으로서 실험배치는 2 × 2 × 2로 하 다. 종속변

인은 주요  회상 수,  체의 심내용 악 수 그리고 단락들의 심내용 악 수이다. 

여기서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선행지식수 은 참가자 간 변인이다.

4. 실험절차

참가자와 3명의 실험보조자에 의하여 처치조건별로 집단으로 실시하 다. 먼  안내문, 지시

문, 교재자료  검사자료 등이 포함된 소책자를 배부한 다음, 검사용 교재자료 읽기 - 주요  

회상검사 - 심내용 악검사 순으로 진행하 다.

1) 단순지시 심상유발 

 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을 읽도록 했다. 을 읽은 후 참가

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머릿속 그림을 많이 그리도록 하 다. 즉, 읽은 의 내용을 그림을 보듯이 

상상하도록 했다. 을 다 읽은 다음에는, 참가자가 머릿속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려본 즉, 

상상해본 그림에 해 구체 으로 별도의 용지에 로 게 했다. 평소 참가자 자신의 읽기 속도

로 읽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머릿속 그림을 그릴 때 지켜야 할 요한 은 

의 내용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단 반드시 1회만 읽게 하 다. 

2)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 

참가자가 을 읽고 이해하는 효과 인 한 가지 방법은 읽고 있는 의 내용을 그림으로 바꾸

어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구체 으로 머리에 뚜렷하고 명확하게 떠오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을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보듯이 읽게 했다. 을 읽을 때 시간을 제한하

지 않았고, 평소 참가자가 을 읽는 속도 로 읽고, 제시된 그림을 매우 주의 깊게 살피며 읽었

던 에 하여 잠시 생각하 다가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게 했다. 머릿속 그림을 

그릴 때 지켜야 할 요한 은 의 내용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머릿속 그림을 그리

는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상했던 그 그림에 해 “수컷 펭귄이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돌보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이 설명적 교재의 중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119

는지에 해 구체 으로 쓰세요.”라는 도움단서를 주어 심상내용을 쓰게 하 다. 

3) 참가자 삽화생성 

시자료를 참고하여 삽화 그리기를 연습한 후, 검사용으로 방  읽은 의 내용에 한 머릿

속 그림을 실제의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을 읽고 그 심내용을 생각하여, 연필을 사용하여 

선(線)으로 뒷장의 빈 A4용지에 그린다. 그림에 이름을 붙이거나 방향표시 화살표를 사용할 수

도 있고, 수정하거나 덧붙여도 되게 했다. 그림에는 교재의 요한 심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삽화를 생성하는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했다.

4) 검사 실시

주요  회상검사,  체  단락들의 심내용 작성검사, 그리고 교재친숙도, 심상과 의 

계, 삽화와 의 계, 심상의 도움 정도,  삽화의 도움 정도에 한 5개 평정척도들을 실시

하 다. 

5. 자료처리

주요  회상검사의 채 은 Wylie와 McGuinness(2004)의 주요  채 법에 의거하 다. 교재

의 주요 은 본 연구자가 1차로 선정하고, 등학교 국어교과 집필 원(제7차 교육과정) 1명과 

고등학교 국어교사 1명이 함께 세 사람이 토의하여 일치하는 16개로 결정하 다. 1건당 1 으로 

처리하 다. 심내용은 연구자가 1차로 정하고 문가(국어교과 집필 원 1명과 고등학교 국어

교사 1명)와 토의하여 결정하 다.  체의 심내용은 의 요지를 나타낸 요약문(summary)

이고, 단락별 심내용은 각 단락별로 1개의 문장으로 요약한 총 3개 단락의 3개 문장이다. 심

내용 작성검사의 채 은 교재의 특정단어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면 정답으로 간주하 다.  

체의 심내용은 2개 채 단 별로 2 의 배 을 주어 4 을 만 으로 그리고 단락들의 심

내용은 6개 채 단 별로 2 의 배 을 주어 12 을 만 으로 하 다. 주요  회상과 심내용

의 분석을 해 실험집단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하 으며, 변인 간의 평균을 심상유발조건

(2) ×삽화제시조건(2) ×선행지식수 (2)에 의한 변량분석법을 용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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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주요점 회상의 결과

주요  회상검사에서 획득한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회상의 평균과 표 편차

선행지식수

심상유발(단순지시) 심상유발(도움단서제공)

삽화(실험자 제공) 삽화(참가자 생성) 삽화(실험자 제공) 삽화(참가자 생성)

M SD M SD M SD M SD

하 4.53 1.51 4.93 1.49 4.67 2.02 4.67 2.29

상 5.27 2.43 5.20 1.52 7.13 2.62 6.80 2.54

<표 2>에서 심상유발조건 간에 주요  회상 수는 단순지시 심상유발(M = 4.98)보다 도움단

서제공 심상유발(M = 5.82)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다[F(1, 112 ) = 4.72, MSe

= 4.42, p < .05].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라는 것보다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는 것이 설명  교재의 주요  회상을 더욱 진시킴을 의미한다. 삽화제시조건 간에 주

요  회상 수는 실험자 삽화제공(M = 5.40)과 참가자 삽화생성(M = 5.40)이 같아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F(1, 112) = 0.15, MSe = 4.42]. 이는 삽화를 실험자가 교재 내에 제공한 것과 

참가자가 생성하는 것 간에 주요  회상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행지식수  간에 

주요  회상은 선행지식 하 자(M = 4.70)가 선행지식수  상 자(M = 6.10)보다 낮았으며, 이러

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다[F(1, 112) = 13.31, MSe = 4.42, p < .05]. 이는 선행지식수

 간에 교재의 주요  회상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112) = 0.19, MSe = 4.42]. 이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라는 것보다 주요  회상을 더욱 진시키는 효과는 삽화를 실험자가 제공하거나 는 

삽화를 참가자가 생성하는 삽화제시조건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심상유발조건과 선행

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1, 112) = 5.50, MSe = 4.42, 

p < .05]. 심상유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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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상유발조건과 선행지식수 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선행지식수  하 자의 경우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도록 한 것(M =

4.73)과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한 것(M = 4.67) 간에 설명  교재의 주요  회상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 으나, 선행지식수  상 자는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라고 한 것(M = 5.24)보

다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한 것(M = 6.97)이 설명  교재의 주요  회상을 더 진시

켰다. 이는 심상유발조건의 효과는 선행지식수 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끝으로 삽화제시조건

과 선행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112) = 0.27, MSe =

4.42]. 이는 삽화를 실험자가 교재 내에 제공하는 것과 참가자가 생성하는 것 간에 주요  회상

은 차이가 없음은 선행지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2. 중심내용 파악의 결과

 체와 단락들의 심내용 악검사에서 획득한 평균과 표 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체  단락들의 심내용 악 수의 평균과 표 편차

구분

선행

지식

수

심상유발(단순지시) 심상유발(도움단서제공)

삽화(실험자 제공) 삽화(참가자 생성) 삽화(실험자 제공) 삽화(참가자 생성)

M SD M SD M SD M SD

 체
하 1.33 1.23 1.20 1.01 1.60 0.83 2.13 1.41

상 1.60 1.12 1.47 0.92 2.40 0.83 2.67 0.98

단락들
하 4.00 2.14 4.13 2.77 5.20  1.97 5.20 2.37

상 4.80 2.70 4.67 1.80 6.00 2.39 6.67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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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먼   체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심상유발조건에 따른 심내용 악 수는 

단순지시 조건(M = 1.40)보다 도움단서제공 조건(M = 2.20)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하 다[F(1, 112) = 17.16, MSe = 1.12, p < .05]. 이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

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라는 것보다  체의 심내용 악을 더욱 진시킴을 

의미한다. 실험자 삽화제공(M = 1.73)과 참가자 삽화생성(M = 1.87)의 삽화제시조건 간에  

체의 심내용 악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112) = 0.48, MSe = 1.12]. 선행지식

수  간에  체의 심내용 악은 선행지식 하 자(M = 1.57)가 선행지식수  상 자(M =

2.04)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112) = 5.84, MSe = 1.12, p < .05]. 

이는 선행지식수  간에  체 심내용 악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의 상호작용효과[F(1, 112)=1.91, MSe = 1.12]와 심상유

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F(1, 112)=1.07, MSe = 1.12]는 각각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라는 것보다  체 심내용 악을 진시키는 효과는 삽화를 실험자가 제공하거나 

는 삽화를 참가자가 생성하는 삽화제시조건에 계없이 그리고 선행지식수 의 높고 낮음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삽화제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112) = 0.12, MSe = 1.12]. 이는 삽화제시와 삽화생성의 삽화제시조건 간에 

 체 심내용 악은 차이가 없음은 선행지식수 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제 앞 표에서 단락들의 경우를 살펴본다. 심상유발조건에 따른 단락들의 심내용 악 

수는 단순지시 조건(M = 4.40)보다 도움단서제공 조건(M = 5.77)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하 다[F(1, 112) = 9.91, MSe = 5.66, p < .05]. 이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

발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을 유발하라는 것보다 단락의 심내용 악을 더욱 진시킴

을 의미한다. 실험자 삽화제공(M = 5.00)과 참가자 삽화생성(M = 5.17)의 삽화제시조건 간에 

심내용 악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112) = 0.15, MSe = 5.66]. 선행지식수  간

에 단락들의 심내용 악은 선행지식 하 자(M = 4.63)가 선행지식수  상 자(M = 5.54)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112) = 4.30, MSe = 5.66, p < .05]. 이는 선행

지식수  간에 단락들의 심내용 악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의 상호작용효과[[F(1, 112) = 0.15, MSe = 5.66]와 심상

유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F(1, 112) = 0.29, MSe = 5.66]는 각각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

을 유발하라는 것보다 단락들의 심내용 악을 진시키는 효과는 삽화를 실험자가 제공하거

나 는 삽화를 참가자가 생성하는 삽화제시조건에 계없이 그리고 선행지식수 의 높고 낮음

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삽화제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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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지 않았다[F(1, 119) = 0.30, MSe = 5.66]. 이는 삽화제시와 삽화생성의 삽화제시조건 간

에 단락들의 심내용 악은 차이가 없음은 선행지식수 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심상유발조건(단순지시ㆍ도움단서제공)과 삽화제시조건(실험자 제공ㆍ참가자 생성)이 설명

 교재의 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측력을 알아보기 하여 주요  회상,  체의 심내용 

악, 단락들의 심내용 악을 거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본 다회귀분석에는 선행지식수 , 심상유발조건, 삽화제시조건, 교재친숙도, 심상 

는 삽화와 의 계 인지 그리고 심상 는 삽화의 도움정도 인지 변인들이 측자로 회귀방정

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표 4>에는 다상 계수가 p < .05의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변인만 제시하 다.

<표 4> 단계별 다회귀분석표

거변인 측변인 R R2 R change Beta t(p) F(p)

주요  회상

선행지식수 .313 .098 .098 .313 3.633* (.000)
8.939*

(.000)심상유발

(도움단서제공)
.364 .133 .035 .186 2.163* (.033)

 체의 

심내용 악

심상유발 

(도움단서제공)
.352 .124 .124 .352 4.165* (.000)

11.628*

(.000)
선행지식수 .407 .166 .042 .205 2.430* (.017)

단락들의 

심내용 악

심상유발 

(도움단서제공)
.279 .078 .078 .279 3.203* (.002)

7.356*

(.001)
선행지식수 .334 .112 .034 .184 2.110* (.037)

* p < .05

단계별 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  주요  회상의 경우, 선행지식수 과 도움단서제

공 심상유발이 13.3%를 설명하며, 이  선행지식수 은 9.8%,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은 3.5%를 

각각 설명하 다.  체의 심내용 악의 경우는 선행지식수 과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이 

16.6%를 설명하며, 이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이 12.4%, 선행지식수 은 4.2%를 각각 설명하

다. 단락들의 심내용 악의 경우는 선행지식수 과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이 11.2%를 설

명하며, 이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이 7.8%, 선행지식수 이 3.4%를 각각 설명하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주요 의 회상은 선행지식수 이 가장 강한 측자인 반면에, 심내용 

악의 경우는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이 가장 강한 측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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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교재를 읽고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단순히 심상하라는 지시를 받아 심상을 유발하는 심상유발조건과 교재 내에 실험자가 

삽화를 제공하거나 참가자가 삽화를 생성하는 삽화제시조건이 설명  교재의 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의 주요 독립변인은 심상유발조건과 삽화

제시조건이었고, 보조 독립변인은 선행지식수 이었다. 설명  교재를 사용하여 주요  회상과 

심내용 악에 미치는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선행지식수 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첫째, 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을 유

발하라는 지시보다 설명  교재의 주요  회상과  체의 심내용 악을 더욱 진시키는 

효과를 보 다. 특히 등학생의 경우 심상지시가 교재의 이해(김기문, 1998; 문선모, 정철민, 

2001; Chan, Cole & Morris, 1990), 심내용 악(정병화, 1993), 회상(Carrier, et al., 1983; 

Guttmann, Levin, & Pressley, 1977)에 효과 임은 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밝 져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상지시의 유무 효과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심상유발 지시의 방법을 달리하여 비

교 검증한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심상을 하라는 실험자의 단순지시보다 실험자가 제공하는, 

의 심내용을 나타내는 도움단서(prompt)에 따라 읽은 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 다. 실험 교재자료인 ‘펭귄’에 한 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수컷 펭귄이 자기 새끼를 어떻

게 돌보는지에 해 구체 으로 쓰세요.”라는 문장을 도움단서로 제공하 다. 이런 도움단서제

공 심상유발법이 단순지시보다 심내용 악에 더 진효과가 있음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Paivio(1971)는 심상은 회상을 향상시키고, 효과 인 약호화, 장, 그리고 주요 이나 심내

용을 문장이나 에서 구체 으로 인출하고, 추상 인 문장이나 들보다 구체  단어들과 문법

인 형태들을 잘 기억하며, 추상  의미가 구체  단어들에 의해서 지된다고 하 다. 본 연구

에서 구체 인 단서를 제공받아 심상하는 것이 단순히 심상하는 것보다 더 효과 이었음은 제

공한 구체 인 도움단서가 심상유발을 용이하게 하고 따라서 그 심상은 정신  걸이(peg)로 작

용하여(Sadoski, 1985) 주요  회상과 심내용 악을 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의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삽화가 교재 내에 제시되는 교재를 읽는 것(실험자 삽화제

공)과 참가자가 의 주요 내용을 삽화로 그려보는 것(참가자 삽화생성) 간에 설명  교재의 주

요  회상과 심내용 악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등

학교 6학년의 경우 단락들의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 단락 속에 제시되는 교재를 읽는 것

과 참가자가 단락들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간에 설명  교재의 주요  회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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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악, 는 교재이해는 차이가 없다는 문선모, 박성옥(2007), 박성옥(2006)의 연구, 6학년은 

그림생성과 삽화제공 간에 교재회상과 교재이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김도기(2003)의 연구, 그리

고 삽화가 있는 교재를 읽은 학생에게 삽화가 없는 교재를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 하도록 

하는 실험에서 반응의 차이가 없었다는 Arizpe와 Styles(2003)의 연구와 일치하 다. 그러나 설

명  교재와 사진을 제시했을 때 삽화를 생성하는 것보다 삽화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 임을 

밝힌 Weidemann (1989)의 연구와는 불일치했다. 

Wittrock(1990)의 생성학습 이론은 학습자가 정보를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극 인 참여자로서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한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정보와 경험 간의 

한 계성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 못할 경우 언어  장치( 컨 , 토픽, 제목, 표제, 

선행조직자 등)나 심상  장치( 컨 , 그림, 사진, 도식조직자 등)의 제공을 통하여 효과를 상승

시킨다고 하 다. McNamara(1995)는 학습자가 정보를 단순히 재생하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학

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에서 정신 활동과 인지 차를 이용하여 심상이나 삽화를 생성해 내는 활

동을 한다고 했다. 6학년 학생들은 설명  교재를 이해하는 도구로 심상을 스스로 생성하고 기

억할 수 있는 발달단계라는 에서 본 연구에서 실험 상으로 한 6학년은 생성학습 이론 로 

학습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 하 다. 그러나 삽화를 실험자가 제공한 것과 참가자가 생성한 

삽화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생성조건이 더 효과 이지 못한 결과에는 학생들의 그림생성능

력이 작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림생성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시에 읽고 

있는 교재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효과 인 학습방략임을 박성옥(2006)은 추가 분석에

서 시사하 다. 앞으로 이런 시사 을 반 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실험결과는 

실험자가 삽화를 제공하는 것과 참가자가 생성한 삽화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지 삽화 자체

가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 심상유발조건, 삽화제시조건, 는 선행지식수  간의 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상호작

용효과를 살펴본다.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 간에 주요  회상과 심내용 악에 미치는 

상효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의 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도움단서

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심상하라는 단순지시로 유발하게 하는 것보다 교재의 

주요  회상과 심내용 악이 더 진됨은 실험자가 삽화를 제시하거나 참가자가 삽화를 생

성하는 삽화제시 조건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교재에 있는 삽화에 주의

를 집 하면서 심상을 유발하도록 지시를 받은 학생들이 삽화와 심상을 독립 으로 사용한 경

우보다 두 방략을 결합했을 때 효과 이라는 연구(Gambrell & Jawitz, 1993)와 심상과 교재 내의 

삽화 사이에는 정 인 상효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사(Sadoski, 1983, 1985)를 입증하지 

못하 다. 보상가설(compensatory hypothesis)에 의하면 심상의 부족함을 삽화의 강함이 한 

심상의 강함이 삽화의 부족함을 보상할 것으로 기 하 으나, 본 연구결과는 보상가설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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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 다. 이와 같이 심상이 삽화를 한 삽화가 심상을 보상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심상과 

삽화에 한 교재친숙도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교재친숙도의 경우 교재 내용이 평소에 읽거

나 들은 이 없는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는 이었다(1 )’에서 ‘매우 친숙한 이었다(7 )’의 

7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 그 결과 선행지식 하 자는 단순히 교재 내용을 심상하라고 

지시를 받은 단순지시 심상유발조건은 실험자 삽화제공에 해 3.87 , 참가자 삽화생성에 해 

4.20 을, 그리고 교재의 요한 내용을 도움단서로 제공받은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조건은 실

험자 삽화제공에 해 3.80 , 참가자 삽화생성에 해 4.60을 보 다. 이는 교재와 별로 친숙하

지 못하 음을 뜻한다. 따라서 심상 유발과 삽화생성이 비교  쉽지 않아 심상과 삽화가 상호보

상의 역할을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는 의 친숙도 변인을 고려하여 검증ㆍ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심상유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의 주요  회상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심상유발조건이 주요  회상에 미치는 효과는 선행지식수 에 따라 다름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가설을 지지하 다. 이는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발하면 선행

지식이 은 학생이라도 주요  회상량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단순지시로 심상을 유발

할 때라도 선행지식이 많은 학생이면 주요  회상량이 보다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교재구조의 강함은 선행지식의 약함을 보상하고, 선행지식의 

강함은 교재구조의 약함을 보상함을 입증한 문선모, 황흔귀(2007), Wylie와 McGuinness(20040

의 연구에 비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읽는 의 주제에 한 

학생들의 선행지식이 거나 친숙하지 않을 경우, 독해지도에서 도움단서를 제공하여 심상을 유

발토록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편, 삽화제시조건과 선행지식수  간에 상호

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자가 삽화를 교재 내에 제시하거나 참가자가 

삽화 생성하는 것 간에 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없음은 학생들의 선행지식수

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넷째, 다회귀분석 결과 주요 의 회상은 선행지식수 이 가장 강한 측자인 반면에, 심

내용 악의 경우는 도움단서제공 심상유발이 가장 강한 측자임이 밝 졌다. 근본 으로 교재

의 이해는 교재 자료와 독자의 선행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모형(situation model)의 형

성으로 작업기억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통합과정(김지홍, 문선모, 2010; Kintsch, 1998)이라면, 

선행지식수 이 가장 강력한 측자임은 타당한 것 같다. 선행지식이 많은 학생일수록 장된 

도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황모형의 형성이 용이하여 작업기억 내에서 구성-통합하는 능력

이 우수할 것이다. 한편 도움단서를 제공한 심상유발이 심내용 악을 강하게 측한 것은 도

움단서가 도식(schema)으로 기능한 것에 기인한 것 같다. 도식은 읽는 정보가 일반 이거나 모

호할 경우 그 정보를 친숙한 주제와 련지어 더 잘 이해하게 하는 해석기능, 활성화된 도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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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상하게 하는 선택기능, 그리고 도식에 기 하여 교재에 새

로운 정보를 첨가시키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게 변화시키며 선행지식과 더 잘 부합하도록 추

론하며 사태들을 재창조하는 구성기능을 한다(문선모, 2007).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후속 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먼  설명  교재의 구조의 유형을 달리하고 교재의 길이가 더 긴 과 의 친숙도 변인 그리

고 그림생성 능력을 고려하여 검증함으로써 생태학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 연구

상을 ㆍ고등하교 학생 는 학생과 성인으로 확 하여, 더욱 정교한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 

심상내용의 질  분석도 기 된다.



128  아시아교육연구 12권 2호

참고문헌

강재희 (1996). 질문생성 략이 독해학습과 읽기메타인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사학 논문, 충

남 학교 학원.

김기문 (1998). 교재삽화와 심상이 아동의 이야기 교재학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경상

학교 교육 학원.

김도기 (2003). 교재내용의 그림 구성방략이 등학생의 설명  교재처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경상 학교 교육 학원.

김용욱 (1992). 그림유형이 교재기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경상 학교 교육 학원.

김지홍, 문선모 (역)(2010). 이해: 인지 패러다임 1, 2 (한국연구재단 학술명 번역총서 서양편 

292, 293). 서울: 나남. 

문선모 (1996). 제목, 표제, 주제문: 설명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소보(경상

학교), 22, 3-21.

문선모 (2007). 학습이론: 교육  용. 주: 양서원.

문선모, 남경임 (2005). 구성반응  읽기: Think-Aloud의 용. 경남교육학연구, 10, 33-52.

문선모, 남경임 (2010). Think Aloud 훈련조건과 선행지식이 독해의 Think Aloud 반응과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서울 학교), 11(4), 1-26. 

문선모, 박성옥 (2007). 교재 내 삽입그림의 유형과 제시조건이 설명  교재의 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1-26.

문선모, 정철민 (2001). 이야기 교재의 이해에 미치는 그림제시와 심상지시의 효과. 경남교육학

연구, 6, 55-67.

문선모, 황흔귀 (2007). 교재구조의 조직수 과 선행지식이 설명  교재 처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교육과학연구(이화여자 학교), 38(2), 143-168.

박성옥 (2006). 교재내 삽입 그림의 유형과 제시조건이 설명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

논문, 경상 학교 학원.

  란 (1992). 심상 략이 학업성취수 과 이과제의 해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충남

학교 교육 한원.

정병화 (1993). 심상방략이 교재 이해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경상 학교 교육 한원.

조 석 (1992). 핵심단어방략이 국민학생의 어단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경상

학교 교육 학원.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이 설명적 교재의 중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129

Arzpe, E., & Styles, M. (2003). Children reading pictures: Interpreting visual texts. London: 

Routledge Falmer.

Bransford, J. D. & Johnson, M. K. (1972). Contextual prerequisites for understanding: Some 

investigations of comprehension and recall. Journal of Verbal Learning, 11, 717-726.

Carrier, C. Joseph, M. R., & Lacroix, P. (1983). Supplied visuals and imagery instructions in 

field independent and field dependent children's recall.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31, 153-160.

Chan, L. K. S., Cole, P. G. & Morris, J. N. (1990). Effects of instruction in the use of a visual 

imagery strategy on the reading-comprehension competence of disabled and average 

reader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3, 2-11.

Clark, J. M. & Paivio, A. (1991). Dual coding theory and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 149-210.

Cramer, P. (1981). Imagery and learning: Item recognition and associative recal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164-173.

Cunningham, J. W., & Moore, D. W. (1995). 심내용의 정의. In J. F. Baumann (Ed.), 심내

용의 이해와 수업(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pp. 1-25). (문선모 역). 서울: 교육과

학사. (원  1986 출 ).

Delaney, H. D. (1978). Intera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 with visual and verbal elaboration 

instruc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306-318.

Donaldson, W. & Bass, M. (1980). Relational information an memory for problem solution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9, 26-35.

Douville-Ricker, P. (1996). Bringing Text Life: The effects of instruction in a multi-sensory imagery 

strategy on fifth-graders' prose processing and attitude toward reading.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Gambrell, L. B. & Jawitz, P. B. (1993). Mental imagery, text illustrations, and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and recall.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3), 265-273.

Guttmann, J., Levin, J. R. & Pressley, M. (1977). Pictures, partial pictures, and young 

children's oral pros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636-642.

Haring, M. J. & Fry, M. A. (1979). Effect of pictures on children's comprehension of written 

text.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7, 185-190.

Hirshman, E. & Bjork, R. A. (1988). The generation effect: Support for a two-factor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4, 484-494.



130  아시아교육연구 12권 2호

Holmes, B. C. (1987). Children's inference with print and pi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4-18.

Jorm, A. F. (1977). Effects of word imagery on reading performance as a funtion of 

reader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46-54.

Kintsch, W. (2010). 이해: 인지 패러다임 1, 2(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 (김지홍, 

문선모 역). 서울: 나남. (원  1998 출 )

Levin, J. R. Divine-Hawkins, P. Kerst, S. M. & Guttmann, J. (1974).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from pictures and word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stru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296-303.

Levin. J. R. Ghatala, E. S. Wilder, L. & Inzer, E. (1973). Imagery and vocalization strategies 

in children's verbal discrimination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4, 

360-363.

Levin, J. R. & Lentz, R. (1982). Effect of text illustrations: A review of research.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30, 195-232.

Levin, J. R., & Lesgold, A. M. (1978). On pictures in prose. Educational Review, 24, 367-380.

Macdonald-Ross, M. (1977). How numbers are shown: A review of research on the 

presentation of quantitative data in text, Audiovisual Communication Review, 25, 359-409.

Macomber, C. (2001). The use of mental imagery and its relation to reading attitudes among fourth 

grad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Majors, S. M. (2006). Reported use of imagery strategy in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Doctor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McCormick, C. B. & Levin, J. R. (1984). A comparison of different prose-learning variation 

of the mnmonic keyword metho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 379-398.

McDaniel, M. A. & Pressley, M. (1984). Putting the keyword and method in con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98-609.

McFarland, C. E., Jr., Frey, T. J. & Rhodes, D. D. (1980). Retrieval of internally versus 

externally generated words in episodic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9, 210-225.

McNamara, D. S. (1995). Effect of prior knowledge on the generation advantage: Calculators 

versus calculation to learn multipli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 307-318.

McNamara, W. J. E. (1981). The effects of reading ability, imagery instruction, and mode of 

presentation on the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paraphrase a story and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이 설명적 교재의 중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131

answer comprehension question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l. MI 48106.

Nairne, J. S. (1988). The Mnemonic value of perceptual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14, 248-255.

Nelson, D. L. Reed, V. S. & Walling, J. R. (1976). Pictorial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2, 523-528.

Nunez, L. A. (2003). Mental imagery: Training students through drama to use imagery in text recall.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Paivio, A. (1971). Imagery and Verbal Prec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aivio, A. (1986). Mental representations: A dual-coding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ressley, M., & Miller, G. E. (1987). Effect of illustration on children's Listening 

Comprehension and oral prose memory. In D. M. Willows & H. A. Houghton (Eds.), 

The Psychology of illustration: I. Basic research (pp. 51-81). New York: Springer- Verlag.

Richardson, J. T. E. (1975). Further evidence on the effect of word image ability in dysixia.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7, 445-449.

Rohwer, W. D., Jr. (1970). Images and pictures in children's learning; Research results and 

education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3, 393-403.

Rohwer, W. D. & Ammon, M. S. (1971). Elaboration training and paired associate learning 

efficiency i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376-383.

Ruch, M. D. & Levin, J. R. (1979). Partial pictures as imagery retrieval cues in young 

childre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 268-279.

Sadoski, M. (198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reported imagery and 

the comprehension and recall of a story in fifth grader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9, 

110-123.

Sadoski, M. (1985). The natural use of imagery in story comprehension and recall.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658-667.

Sadoski, M. & Paivio, A. (2001). Imagery and text: A dual coding theory of reading and 

writ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Shriberg, L. K., Levin J. R., McCormick, C. B., & Pressley, M. (1982). Learning about "famous" 

people via the keyword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238-247.

Spiro, R. J., Bruce, B. C., & Brewer, W. F. (1980).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Hillsdale, NJ: Erlbaum.



132  아시아교육연구 12권 2호

Stanovich, K. E. (1980). Toward an interactive-compensatory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ce 

in the development of reading fluen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16, 32-71.

Tulving, E. & Thompson, D. M. (1973). Encoding specificity and retrieval processes in 

episod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0, 352-373.

Weidemann, B. (1989). When good pictures fail: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the 

effect of illustration, H. Mandl & J. Levin (Eds.), Knowledge acquisition from text and 

picture.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Wittrock, M. C. (1974). Learning as a generative process. Educational Psychology, 67, 636-642.

Wittrock, M. C. (1990). Generative Precesses of comprehens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4(4), 

345-376.

Wright, J. L. (1992). The use of digitized images in developing software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Computing in Childhood Education, 3, 259-284.

Wylie, J & McGuinness, C. (2004). The interactive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text 

structure on memory for cognitive psychology tex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497-514.

* 논문접수 2011년 4월 29일 / 1차 심사 2011년 6월 10일 / 게재 승인 2011년 6월 14일 

* 문선모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역서로는 '교재학습 연구: 교재구조의 접근', 

'학습이론: 교육적 적용', '교육심리학: 학습ㆍ발달 중심 접근', '중심내용의 이해와 수업', '이해: 인지 패러다임', '실험설계 

및 통계의 기초' 등이 있다. 

* e-mail : smmoon@gnu.ac.kr

* 정병화 :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초등학교 교장을 정년퇴임한 후, 현재 경상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 2001jbh@hanmail.net



심상유발조건과 삽화제시조건이 설명적 교재의 중심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133

Abstract

Effects of Induction Conditions of Mental Imagery and 

Presentation Conditions of Illustration on Comprehension of 

Main Ideas in Expository Text

Moon, SeonMo*1)

Jeong, ByeongHwa**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uction conditions of mental 

imagery and presentation conditions of illustration on comprehension of main ideas in 

expository text. A between-subjects design was used. Three between-subjects factors were two 

induction conditions of mental imagery (simple instructionㆍimagery prompt), two presentation 

conditions of illustration (experimenter-suppliedㆍsubjects-generated) and two levels of prior 

knowledge (highㆍlow). One condition to induce mental imagery was simple instruction: “A 

good way to understand what you read is to m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in your head 

about the things that you read." The other was imagery prompt: “Take time to think and write 

about what you've read. Describe how the male emperor penguin takes care of his young." 

The instruction in the text-relevant illustration supplied by experimenter was that “a good 

way to understand what you read is to look very carefully at the picture on the page.” The 

instruction in the subjects-generated illustration was that “a good way to understand what 

you read is to draw a picture on the page." Criterion variables were scores of main points 

recalls and main ideas comprehensio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six-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ected randomly on the basis of levels of prior knowledge on stimulus text. 

Stimulus text was a 182-words expository text with description text structure on “penguin."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pen-ended imagery prompt “to take 

time to think and write about what you've read" promoted main points recall and main ideas 

comprehension of the expository text. Second, both experimenter-supplied illustration and 

subjects-generated illustration facilitated comprehension of main ideas in expository tex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presentation conditions of illustration. Third, 

induction conditions of imagery and levels of prior knowledge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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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main points recall. This result supported the compensatory hypothesi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uction conditions of imagery and presentation 

conditions of illustration. Fourth, prior knowledge variable was a better predictor for main 

points recall. And imagery prompt variable was a better predictor for main ideas 

comprehens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dual-code 

theory and generative learning theory.

Key words : mental imagery, illustration, expository text proces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