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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이론들을 탐

색해 보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해 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중부호화이론

에 따르면， 학습자는 언어적 활동기억과 시 · 공간적 활동기억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정

보처리 체계를 사용한다.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려면 학습자는 언어 정보에서 내적인

언어 표상을， 시 • 공간적인 이미지 정보에서 시각 표상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정보에 대한 참조적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은

시각이나 청각 중 한 가지만 이용하는 정보전달 양식보다 학습자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

에 이용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멀티미디어 활용 원리에 기반을 두

고 있다.

그런데 학습자의 시각을 통해 학습하는 이미지 자료와 청각을 통해 학습하는 언어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텍스트와 같이 시각을 통해 학습하는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면

학습자의 시각적 활동기억에서 인지적 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인지적 부하 이론에 따르

면， 시각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될 때에 시각적 활동기

역의 용량에 과부하가 발생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주의분리 효과(split-attention

effect)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적용되는 인지이론의 분석을 통해 학습 환경

설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탐색해 보았다 우선， 멀티마디어를 활용하는 학습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보제시원리로 공간적 근접성과 시간적 동시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공

간적 큰접성은 관련된 정보들이 서로 근접해 있을 때 각 정보들을 더욱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원려이고， 시간적 동시성은 관련 정보들을 제시할 때 시간 지연을 두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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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들의 연결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적

부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각 · 청각 정보제시 원리에는 청각적 주의분리 원리와

시각적 주의분리 원리라는 두가지 원리가 주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시각적 주의분리

는 시각을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에 학습자의 주의가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이고， 청각적 주의분라는 환경음이나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으로 언어 정보가 제

공될 때 청각적 정보처리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의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주제어 : 멸티마디어 활용 학습， 정보제시 원리， 청각 • 시각 주의분라 원리

1. 서 료，

'-

멀티미디어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제시양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며，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제시 양식들이 통

합된 체제이다(강현석 외， 2000). 멸티미디어 활용 교육에서는 다양한 정보전달매체들을

하나의 통합 정보전달매체로 구축하고 문자， 음성， 동영상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특정이 있다.

멀티마디어 활용 학습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보제시

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정보제시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Penny (l989)는 학습자들의 청각과 시각을 모두 사용하도록 학습내용을 제

공하는 것이 기억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했으며， Mousavi , Low , 그리고 Sweller (l995)

도 학생들에게 한 가지 감각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

하도록 하는 정보제시양식이 활동기억 (working memory)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지적했

다.

Pavio(1990)의 이중부호화이론(dual coding theory)에 따르면， 학습자는 두 가지의 구

분된 정보처리체계인 언어적 활동기억과 비언어적 활동기억을 사용한다. 유의미한 학습

이 일어나려면 학습자는 제시된 언어정보에서 내적인 언어표상을 구축하고， 비언어적인

이미지 정보에서 내적인 사각표상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정보에 대한 연결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다(Mayer & Anderson, 1991). 따라서 언

어 자료와 이미지 자료가 청각과 시각을 통해 동시에 제시될 때에 학습자는 표상들을

더 잘 연결하고 학습에 대한 이해와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미지 자료가 시각으로， 언어 자료가 청각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시하였을

때， 텍스트와 같이 시각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면 학습자의 시각

적 활동기역에서 인지적 부하가 발생하게 된다(Kalyuga， Chandler, & Swel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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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시각적 활동기억

의 용량에 과부하가 유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인지적 부하 이론에서는 주의분

리 효과(split-attention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Kalyuga， Chandler, & Sweller, 1999).

즉， 학습자가 이미지와 텍스트에 동시에 집중하게 하면， 제시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보

를 동시에 파악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 결국 학습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주의분리 효과를 언급하면서， 멸

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에서 청각과 시각을 통해 각각 학습해야 하는 읍성과 애니메

이션이 제시된 때에 텍스트 설명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의 시각적 주의집중을

두 군데로 분산시켜서 오히려 학습효과를 저하시킨다고 결론지었다(Kalyuga， Chandler,

& Sweller, 1999; Mayer, 1999; Mayer, Heiser, & Lonn, 2001).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인지이론과 학습

자의 정보처리과정을 소홀히 다루고，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조경자， 한광희， 2002). 즉，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고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양식으

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설겨}를 위한 정보제시원리를 인지 이론

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별티미디어 활용 학습의 이론적 기초

가 되는 이중부호화이론과 함께， 인지적 부히이론에서 도출된 주의분리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의 정보제시원리들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해서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 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정보제시원리와

요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을 위한 인지이론의 고찰

1. 이중부호화이론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정보는 텍스트. 그림， 사진， 음성， 동영상， 음악 등의 다양

한 정보제시양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가장 특징적

인 것은 시각정보 위주의 제시양식과 달리， 학습자의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전달양식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각과 청각을 모두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한다는 Pavio(I990)의 이중부

호화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의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받아

들여진 정보는 초기에 시각적 활동기억과 청각적 활동기억으로 각각 처리된다. 예를 틀

어， 그림과 음성이 동시에 제시되면 학생들은 시각적 활동기역에 의해 그림을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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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 활동기역으로 음성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청각적， 시각적 정보처리 경

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각적 활동기억과 동시에 청각적 활동기억에서 정보

를 조직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정보들 간의 연결을 형성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Moreno & Mayer, 1999).

정보가 인간의 기억 체계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Baddeley(1986)는 정보가 인간에게 제시되면 초기에 감각기억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에서 선택된 정보들이 활동기억 저장고로 옮겨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활동기억

저장고에서는 입력된 여러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

으로 장기기억의 저장고로 전이되게 된다. 활동기억은 하나의 단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중앙실행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시 • 공간적 활동기억과 언어적 활동기억

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기억

1선 택l 풋앗집핵작치 야직화 1

감각기억 F •1- 언어적 활동 기억 뉴-뉘 장기 기억 |
I I _ 시，공간적 활동기억 l통 합 I I

[그림 1] 정보처리 과정(Baddeley， 1986)

인간의 활동기억 용량은 한계가 았고 활동기억은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 처리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정보가 무제한적인 용량을 가진 장기

기억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기억되게 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활

동기억의 한계는 다양한 정보 요소로 부호화하고 더 나아가 정보제시양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게 된다(오선아， 2002).

주로 학습자의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이미지의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기 위해 주의를 분리해야 하므로 제한된 시각적 활동 기억용량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텍스트 정보가 정각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되면 시각적 활동

기억과 청각적 활동기억을 모두 사용하게 되고， 시각에만 집중되었던 정보가 시각과 청

각으로 분산되어 처리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의 처리과정은 학습자에게 인지

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Pavio (l990) 의 이중부호화이론에 따르면， 학습내용이 청각정보와 시각정보로 제시되

면 인간의 감각기억에 각각 입력되고， 언어적 정보처리 체계에 의해 청각정보가 조직화

되고， 시각정보는 시각적 정보처리체계에 의해 이미지로 조직화된다. 그리고 이 조직화

된 정보들은 서로 참조적 연결 (referential connections) 을 하게 되서 이것이 반응으로

산출되게 되는 것이다[그림 2 참조1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시각 · 청각 정보의 제시원리 탐색 109

뺀
나
}

시각 자극

•
감각체계

언어 체계
참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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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반 웅

[그림 2] 이중 부호화 과정 (Pavia， 1990)

Mayer, Heiser, 그리고 Lann(2001)은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과정을 다음의 [그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정보가 음성

과 그림으로 제시되면 인간의 청각기억과 시각기역에 각각 입력된다. 그리고 청각기억

에서 소리를 선택하고 시각기억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활동기억으로 옮겨지게 된다.

활동기억에서는 감각기억에서 선택된 언어와 이미지 개념을 서로 연결하면서 의미를 조

직화한다. 청각적 활동기억에서 조직화된 언어 개념과 시각적 활동기억에서 조직화된

이미지 개념은 서로 통합되어 장기기억으로 전이되게 된다. 즉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과정에서는 이중의 정보조직화와 전이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서로 통합되는 정보처

리과정을 가지게 된다.

정보제시 감각기억 활동기억

청각적 활동기억

l 음성 F 소리선택
」 언 어 |

• T조직화 통합 장기 기억

| 그 림 f | 이ul치
이미지선택

시각적 활동기억

[그림 3] 이중 정보처리 과정 (Mayer， Heiser, & Lann, 2001)

이중 정보처리과정은 Pavia (l990) 의 이중부호화과정을 근거로 하여 청각과 시각을 통

한 이중의 정보처리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중부호화 과정에서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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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체계로 입력된 언어와 시각 자극이 각각의 체계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참조적으로

연결되어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그림 3J의 활동기억에서 일어나는 조직화와

통합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Mayer, Heiser, 그리고 Lonn(2001)이 언급한 이중정보

처리과정은 정보처리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극이 감각기역과 활동기억을 거

쳐 궁극적으로 장기기억으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Pavia의 이중부호화과

정과의 차이점이다 정보가 청각과 시각을 통해 각각 입력되면 각각의 활동기역을 만들

고 이것이 통합되어 정보를 서로 보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가지 감각을

통해 입력된 활동기억보다 두 가지 감각을 통해 입력된 정보의 활동기억이 서로 정보를

지원해서 더 잘 통합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전이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된다.

2. 인지적 부하이론에 따른 주의분리 효과

인간의 인지적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인간은 한 순간에 매우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 입력되는 정보가 제시

되었을 때， 학습자는 인지적 부하없이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각정보와 청

각정보를 처리하는 활동기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지 자

료가 시각으로， 언아 자료가 청각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시하였을 때 텍스트와 같이 시

각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면 학습자의 시각적 활동기억에서 인지

적 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시각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시에 제공

할 때에 시각적 활동지역의 용량에 과부하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 러한 인지 적 부하 현상을 Kalyuga, Chandler, 그리고 Sweller(1998)는 과잉효과

(redundancy effect)라고 지적하였다. 과잉효과란 학습정보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제

시되었을 경우에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Chandler 와 Sweller(1991)의

연구에서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와 함께 설명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된 경우 학습효과가

더욱 감소되었다. Kalyuga, Chandler, 그리고 Swel1er(l999)의 연구에서도 다이어그램과

내레이션으로 구성된 컴퓨터 기반 교수자료에서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정보를 동시에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도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학습자료에 불필요한 텍스트 설명을 더 제공해서 학습자의 주

의가 분산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주의가 두 가지로 분산되어 학습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을 인지부하

이론에서는 주의분리효과(split-attention effect)라고 설명하고 있다 (Kalyuga, Chandler,&

Sweller, 1999; Mayer & Moreno , 1998). 학습자가 시각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에 동시

에 집중하게 되면， 제시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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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 결국 학습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즉， 학습자의 시각으로 이미

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된 경우， 이 두 정보 사이에 학습자의 시각적 주의가 나누어

지므로 제한된 활동기억의 용량에 과잉의 부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예는 실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를

보는 것과 자막이 없는 한국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한국 영화를 보면 음성으로 언어적 정보가 전달되고 영상으로 이미지 자료가 전달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통해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고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각

각 처리하여，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부하없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막

이 있는 외화를 보는 경우에는 화면 한쪽에 위치한 자막을 읽고 전체 영상을 동시에 봐

야 한다. 그래서 매번 자막을 읽는 몇 초 동안에는 영상에 완전히 집증하지 못하게 되

어 이미지 정보를 완벽하게 처려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주의분리 효과를 참조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주의분리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시각을 통해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때 이루어지는 주의분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애니메이

션과 함께 텍스트와 내레이션이 동시에 제공되면，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의 언어 정보가 학습자의 시각을 통해 동시에 입력되고 내레이션의 음성 정보는 청각을

통해 엽력된다. 이 때 시각정보 처리과정에서 이미지 정보와 문자 언어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습자의 주의는 두 정보로 분리되게 된다. 이러한 주의분리 효과에

의해 학습A}의 시각적인 정보처리 활동에서 인지적 부하가 생기게 되어 효과적인 학습

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제시

내레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감각기억

활동기억 장기 기억

| 주의!분리 |
[그림 4]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주의분리 과정

학습자의 시각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라한 주의분리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yer, Heiser, 그라고 μnn(2001)은 번개 형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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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애니메이션에 내레이션만을 제공

한 집단과 애니메이션， 내레이션，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한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파지와 전이 겸사에서 텍스트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멀티미디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시각적 주의를 두 가지로 분

리시키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어 학습효과를 떨어뜨린

다고 결론을 내리고 었다. Mayer 와 Moreno(2002)도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을 이용하

는 학습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의 시각 정보처리과정에서

애니메이션과 텍스트에 주의를 분리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두 가지 자료의 정보를

완전히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III.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정보제시원리의

1. 멀티미디어 활용 원리

탐색

학습과정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텍스트만을 제시했을 때 보다 이에 상응

하는 이미지와 함께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더 잘 이해한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Mayer 와 Moreno(2002)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습내용을 텍스트만으로 제시했을 때 학습자는 언어적인 내적 표상을 만들게 되

지만， 이미지의 내적 표상은 덜 만들게 되고 이 두 가지 표상의 연결은 쉽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 그러나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가 제시될 때 학습자는 언어적 내적 표상과 이

미지의 내적 표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들을 더 잘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므로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이 같이 제공되면 학생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미지 정보

가 제공되고 내레이션으로 언어적 정보가 제공되어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연결해서 유

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Mayer 와 Anderson (1991)의 연구에서는 자전거 타이어의 펌프질 작업 설명에 대해

내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것과 내레이션만 제공한 것을 비교한 결과， 애니메이

션을 함께 사용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Moreno 와 Mayer(1999)는 수학 원칙 설명을

애니메이션과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한 것과 텍스트만 제시한 것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

과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공한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Kalyuga, Chandler,

그리고 Sweller(1998)의 연구에서도 텍스트와 그림을 같이 제시한 것과 텍스트만 제시

한 것을 비교한 결과， 그림을 같이 제시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텍스트와 함께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텍스트만 제시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컨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단일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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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달양식보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한 정보전달

양식이 더 효파적이라는 멀티미디어 활용 원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 선행연구틀을(Mayer， 1999; Mayer, & Moreno, 2002) 고찰한 후， 멀티

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리로써 공간적 근접성 원리와 시간적 동시

성 원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간적 근접성 원리

공간적 근접성은 멸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언어정보와 함께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정보가 제공될 때 서로 가까이 있어야 정보 사이에 적절한 연결개념을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Mayer， 1999).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각을 통해 정보를 찾을 때， 탐색을

최소한으로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언

어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근접해서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는 연결되는 정보를 찾는 탐색

과정을 별로 거치지 않고 정보를 쉽게 처리하게 되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는 것이다.

Mousavi 와 Sweller(l995)는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통시에 제시하는 방법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의 효과성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

를 동시에 제시할 때에 학습효과가 증진되었다고 주장하였다(오선아， 2002에서 재인용) .

Mayer 와 Moreno(l998)의 연구에서는 번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학습내용을

애니메이션과 함께 텍스트를 가까이 제시한 것과 멀리 제시한 것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애니메이션에 근접하여 텍스트를 제시한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었다. Mayer(l999)의

연구에서도 그림 안에 텍스트를 삽입하여 제시한 것과 그림 밖에 텍스트를 분리하여

제시한 것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텍스트를 그림에 삽입하여 근접하게 제시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언어 정보와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이미

지 정보가 제시될 때 서로 근접하게 제시하여야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이러한 정보전달 양식의 공간적 근집성이 학

습효과를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시간적 동시성 원리

시간적 동시성은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언어 정보와 이미지 정보가 시간적 지연

을 두고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두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들의 연결을

더 쉽게 해 준다는 것이다(Mayer & Moreno, 2002). 학생들이 정보를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았으며， 기억하고 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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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제공하게 되면， 먼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활

동기역에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즉， 내레이션이 먼저 제공되고 후에 애니메이션이 제공

되면， 상응하는 애니메이션이 제공될 때까지 내레이션의 언어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 못

하고 일부를 망각하게 되어， 결국 학습효과가 감소된다.

이러한 시간적 동시성을 실험한 여러 선행연구들(Mayer & Anderson, 1991; Mayer

& Moreno, 1998)에서는 언어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과 나중에 제공

하는 것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텍스트에 상응하는 그림이나 애나메이션을 동시에 제공

하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멸티

미디어 활용학습에서 효과적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양식의 시

간적 동시성 원리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2. 주의분리 원리

인지적 부하 이론에 따르면，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기억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 정보인 애니메이션과 언어 정보인 텍스트를 학습자의

시각을 통해 통시에 제공하면， 학습자의 시각 정보처리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의는 두

정보로 분리되게 된다. 이러한 주의분리 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들 (Kalyuga， Chandler, &
Sweller, 1999; Mousavi, Low , & Sweller, 1995)에서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Mayer, Heiser, 그리고 Lonn(2001 )의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가 불필요

하게 너무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주의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러한 현상을 ‘과잉효과’라고 지적했다.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음성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또 다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의 시각적 또는 청각적 주의가 두 정

보로 분리되어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주의분리 원리를 도출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멀

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정보전달 양식을 선택할 때，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의 시각적

주의분리와 청각적 주의분리의 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l) 시각적 주의분리 원리

애니메이션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음성으로 언어 정보를 동시

에 제공하면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효과적 학습이 이루어지

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되면 시각으로 입력되는 정보가 두 가지

가 되어， 학습자의 시각적 주의가 애니메이션과 텍스트의 두 정보로 분리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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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에 학습자의 주의가 분리되는 것을 ‘시각적 주의분리

원리’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이러한 주의분리가 이루어지면， 시각적 활동

기억의 용 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통시에 제공된 두 정보 모두를 처리하지

못하고 두 정보들에서 일부만 처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Mayer 와 Moreno(l998>의 연구에서는 먼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컴퓨

터 기반의 학습환경에서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만을 제공한 것과 텍스트를 추가하여 함

께 제공한 것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텍스트를 추가한 것의 학습결과가 더 낮게 나타났

다. 또한 Mayer, Heiser, Lonn(200l)과 Craig, Gholson, Driscoll (2002)의 연구에서도 애

니메이션과 내레이션을 이용한 학습환경에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지

는지를 비교했는데，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시각자료들을 동시에 제공해

서 학습자의 주의를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청각적 주의분리 원리

청각적 주의분라는 앞에서 언급한 시각적 주의분리와 비슷하게 학습자의 정각을 통

해 동시에 업력되는 정보들이 학습자의 주의를 분리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멸

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음성으로 언어적 정보를 제공할 때 추가적인 청각적 정보를 동

시에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청각적 정보로는 환경음(environmental

sounds) 이나 배경 음악 등이 있다(Mayer， 1999). 음성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정보와 함

께 환경음 또는 배경음악이 동시에 제공되면， 학습자는 청각을 통해 들어오는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정보처리해야 하므로 학습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청각적 활동기억에 인지

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Mayer 와 Moreno(1998)의 연구에서는 내레이션과 함께 배경음악을 제공한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의 학습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배경음악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학습

자들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을 섣계할 때에 청각을 통해 입력되는 정보들이 학습자의 정보처리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은 한 가지의 정보제시양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시각

과 청각을 모두 이용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별티미디어 활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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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멸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 설계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공간적 근접성과 시간적 동시성의 원리를 검토하였다. 공

간적 근접성은 관련 있는 정보들이 서로 근접해 있어야 각 정보들을 연결하는 것이 더

쉽다는 원리이고， 시간적 동시성은 관련 정보들을 제시할 때 시간지연을 두는 것보다

두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들의 연결을 더 쉽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들은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을 설계할 때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지적 부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의분리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언어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시각정보나 청각정

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면 학습지-의 주의가 두 정보로 분리되고 인지적인 부하가 발생

하여 학습효과가 저하되게 된다. 시각적 주의분리는 시각을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와 텍

스트 정보에 학습자의 주의가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이고， 청각적 주의분라는 환경음이

나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으로 언어 정보가 제공될 때 청각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학

습자의 주의가 분리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멸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적용되는 인지이론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고， 학습환경설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실제적

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첫째， 언어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서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 둘째， 각 정

보 사이에 시간적 지연을 두고 제공하는 것보다 관련된 두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내레이션과 함께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텍스

트로 된 언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시각적 주의를 분리시키므로 제공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배경음악이나 환경음은 학습자의 청각적 주의를 분리

시키므로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학습환경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Pa띠0(1990)의 이중부호화이론을 중심으로 언어적 활동기

억과 시 · 공간적 활동기억의 두 가지 활동기 억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Baddeley(1986)

와 Mousavi, Low, 그리고 Sweller(l995)에 따르면 활동기억은 언어적 활동기억과 시 •

공간적 활동기억과 함께 이 두 가지 활동기억을 조정하는 중앙설행장치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실행장치는 언어적 활동기억과 시 · 공간적 활동기역에서 유입된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

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앙실행장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에 적용되는 인지이론을 고

찰하면서 중앙집행장치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지 못한 결론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청각적 주의분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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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검증한 선행 연구(Moreno & Mayer, 2002)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환

경에 배경음악과 같은 소리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각적인 주의분리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청각적 주의분리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청각적 주의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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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quiry on the Presentation Principles of Audio-visual Infonnation

under the Multimedia-based Learning

Seong-ik Park' . Ji-young Son'*

This research reviεws a cognitive theory of multimedia-based learning which is based on

dual-coding thεory and cognitive load theory. According to the dual-coding theory, visually

presented information is processed in visual working mεmory whereas auditorily presented

information is processed in auditory working memory. Because the auditory and visual

working memory are independent, students can hold both represεntations in working memory

at the same time and build referential connections between them.

A multimedia principle underlying to the use of multimedia in learning environment is that

learnεrs undεrstand informations better when they receive words and corresponding pictures

rather than words alone. This research suggested two principles related to the multimεdia

usage. Spatial contiguity principle is that learners will make appropriate connections whεn

words and pictures are near to each othεr on a screen. The temporal contiguity principle is

that learners are more lik，εly to make appropriatε connections when they are presented

simultaneously rather than succεssive1y.

According to the cognitive load theory, the processing capacities of the auditory and

visual working memories arε limited. When thε animation and text explanation are presented

on one screen, visual working memory may become overloaded. This is because both

animation and text must compete for visual processing capacity. whεn learners nεed to split

their attention, it overburdens their limit어 working memory capacity. 까lis is called

split-attention effect and consists of two principles : visual and auditory split-atten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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