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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텍스트와 그림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텍스트와 그림 자료가 상호 관련성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다수 포함
된다. 텍스트만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지루할 것을 고려하여 텍스트 내용과 관련 없이 그림자료를 무
작위로 선정․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이 없더라도 그림자료가 학습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다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학습에서 그림 자료와 텍스트 내용의 관련성 정도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는 '텍스트 내용과 함께 제시되는 그림자료의 관련성 정도'와 '학습시간
의 통제 여부'였으며 관련성 정도는 '기본 텍스트, 텍스트와 관련 그림자료, 텍스트와 비관련 그림자료, 텍스
트와 방해 그림자료'의 네 수준으로 나누어졌다. 종속변인으로는 내용이해도, 학습 만족도가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3명이었으며, 이들은 웹 학습자료의 4가지 유형(기본 텍스트, 
텍스트와 관련 그림자료, 텍스트와 비관련 그림자료, 텍스트와 방해 그림자료)과 학습시간의 통제 여부에 따라 
여덟 개의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실험처치 후 곧바로 내용이해검사와 학습만족도 검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웹 학습자료 유형에 따라 텍스트 내용기억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F=11.80, p=.00)가 나타났
다. 사후검증(Tukey HSD) 결과 '관련 그림자료'와 '기본 텍스트 및 비관련 그림'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이 밝혀졌다. 텍스트 내용파악에 있어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F=89.80, p=.00)가 나타났으며, '관련 그림자료 
및 방해 그림자료'와 '기본 텍스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시간의 통제여부는 내용기억과 내
용파악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만족도에 대하여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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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유형에 따라 그림자료의 활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내용이해(x2=19.10, p=.014), 내용기억(x2=38.09, 
p=.000), 위치정보파악 효과(x2=37.10, p=.000)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텍스트와 관련성 있는 그림자료는 전체적인 학습내용 및 부분적인 학습내용을 기억하거나 내
용을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림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무
런 그림이 없는 것 보다는 학습동기나 만족도 수준을 높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주요어 : 웹 기반 학습, 그림자료, 텍스트 이해, 련성

Ⅰ. 연구문제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제공되는 교수․학습자료를 설계하는데 있어 텍스트와 그림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반 으로 학습자들이 웹의 자료를 볼 때 가장 먼  

보는 것은 텍스트가 아닌 그림자료(Rosbergen, Pieters, & Wedel, 1997)라는 연구는 이러한 자

연스러운 상에 한 잠정  해설이 된다. 텍스트와 그림의 계에 한 연구들은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는 그림이 텍스트의 내용과 연 된 것 일 때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텍스트와 그림자료의 활용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Paivio(1986)의 이 부호화 이론

(dual coding theory)이 주로 사용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있어 텍스트 

정보는 언어체계(verbal system)에서 부호화 되고 그림자료는 이미지 정보로서 심상체계

(imagery system)에서 부호화되게 된다. 이때 텍스트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면 언어와 

심상체계 둘 다가 부호화되기 때문에 텍스트만 제시할 때보다 그 내용을 보다 잘 기억하는 효

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언어  체계는 한 개의 언어  정

보를 단계 이고 순차 으로 처리하지만(sequential processing), 심상체계는 여러가지의 정보

를 체 이고 병렬 으로 처리하기(parallel processing) 때문에 텍스트 내용과 그림자료를 동

시에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보다 효과 이라는 것이다(나일주․한안나, 2006). 이러한 논리를 

따르는 연구들은 텍스트와 그림자료 사이에 ‘ 련성’이 있다는 것을 제하고 있다. 

련성이 없는 그림은 텍스트의 이해에 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들은 

텍스트의 내용에 합한 그림자료를 제시하 을 경우에는 학습에 도움을 주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조경자․송승진․한 희, 

2002; Levin & Lentz, 1982).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은 텍스트 내용과 련 없는 

그림자료의 제시는 학습자들의 인지  부담으로 발생하게 되는 주의분산효과(split-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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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로 인하여 학습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한다(Sweller, 1988). 최근 Schnotz와 

Bannert (2003)는 내용 합성(contents appropriatenes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텍스

트의 내용과 합한 그림자료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그 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된 경우는 학

습자들의 심상  사고활동을 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고 설명한다. 즉, 텍스트

에 그림자료를 부가하는 것만으로 기억과 학습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텍스트와 그림자료는 어떤 종류의 ‘ 련성’을 가질 때 효과 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에서 -특히 웹에서- 그림자료의 사용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외면하

고 있다. 텍스트와 더불어 그림자료를 사용할 때 련성 있어 보이는 그림자료도 사용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도 그림자료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텍스트의 주

변에 시각  효과를 주기 해 장식  그림을 넣는다거나 텍스트의 배경으로 약간의 색깔이나 

무늬를 넣는 것은 무나도 당연한 디자인 요소로서 보편화되어 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텍

스트만을 보아야 하는 경우에, 심지어는 규칙 으로 몇 에 한 커트씩의 무 한 그림들을 규

칙 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이 듯 텍스트와 무 한 시각  요소들은 어떠한 효과

를 가져 오는 것인가? 그림자료가 텍스트 내용과 련이 없을지라도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

켜 학습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다면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아닌가? 텍스트로만 구

성되어 있는 학습자료는 학습자가 쉽게 피로를 느껴 학습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어렵기 때문에 

정물그림이나 풍경그림과 같은 그림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신선감을 불어넣는

(refreshing)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 다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텍스트만을 지속 으로 제

시하는 것 보다는 텍스트 내용과 무 한 시각자료를 무작 로 선정․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직 하지 않은가? 

그림자료가 주의를 집 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여, 궁극 으로 텍스트 정보의 회상이나 

재인을 진시킨다는 경험  연구들(문선모․박성옥, 1997; 조미헌 외, 2004; Bender & Levin, 

1978; Mayer, 2001; Mayer & Moreno, 1998; Paivio & Csapo, 1973; Schallert, 1980; Shepard, 

1967; Unnava & Burnkrant, 1991)은 그림이 학습자에게 시각  즐거움을 다거나,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효과는 결국 텍스트의 회상이나 

재인 등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림이 가지는 동기  측면에 

주목하며 이러한 측면이 궁극 으로는 학습에 정  효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텍스트와 그림의 효과성에 한 교육공학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텍스트의 내용이해를 해 

그림자료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한 외 조건, 즉, 그림자료의 실성(realism 

in visuals)에 따른 설계, 그림자료의 제시방식(display methods) 등에 보다 많은 심을 가져

왔다(박성익․임철일․이재경․최정임, 2007; Heinich, Molenda, Russell, & Smaldino, 2002). 

여기에서는 주로 학습의 목 , 학습과제의 유형, 학습자의 특성 등과 같은 맥락  상황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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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실성, 그리고 제시방식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상 으로 배제되어 온 

요소는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 간에 있어야 하는 본질  속성에 한 논의 다. 즉, 텍스트를 

통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하여 그림자료와 텍스트는 어떠한 내 조건(internal condition)

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한 이론  실천  논의는 아직도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공학분야의 연구들은 텍스트와 그림의 련성을 ‘ 제’하고 있어서 아

직도 과연 그 련성 자체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한 이론

 경험  지식의 축 이 필요한 시 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논리 으로 보아 그림자료와 텍스트와의 련성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겠다: 

1) 련된 경우, 즉 그림자료가 텍스트 내용과 련되어 있는 경우, 2) 립 인 경우, 즉 내용과 

련성도 없고 한 방해도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방해가 되는 경우, 즉 내용과 련성이 

없으면서 방해가 되는 경우. 

이 연구는 그림과 텍스트의 련성에 한 내 조건에 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앞에서 열

거한 련성의 세 가지 유형에 따른 텍스트와 그림의 학습효과를 탐구하고자 하 다. 즉, 본 

연구는 웹 기반 학습에서 그림 자료와 텍스트 내용의 련성의 내  조건을 규명하고 그 련

성의 정도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구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을 규정하는 내  조건은 무엇인가? 

∙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 정도는 텍스트 내용이해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

인가? 

∙ 학습시간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가 달라지는가? 

∙ 학습자료의 련성 유형에 따라 학습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그림자료와 텍스트와의 관련성

그림과 텍스트의 ‘ 련성’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한 직 인 답변이 될 수 있는 문헌은 

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한 수단이며 텍스트는 언어를 

표 하는 상징물이다. 그림은 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구체 인 형태로 표 되며 모

양과 치와 공간을 유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 다면 텍스트와 그림이 련되고 있는지 아

닌지 여부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Wilson과 Speber(1986; 2004)는 ‘ 련성 이론(relevance theory)’라는 이름의 이론을 제안하

다. 이들(Wilson & Speber,1986; 2004)에 의하면, 인간은 의사소통을 해 무언가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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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ilson과 Sperber가 제안한 의도된 의사소통의 과정

그 무언가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는 활동이다. 이 에서 부분은 언어 인 것이지만 

비언어 인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게 된다. 의사를 달하려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에 해당

하는 근거로서 언어는 물론 비언어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며, 의사를 달받는 사람은 그 근

거들을 해석함으로써 달자의 의도를 알아보게 된다. 이때 언어는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

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의 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1]은 이들이 제안하는 의사소

통의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들은 군가가 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해 나름 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

을  수 있는 정보라면 ‘ 련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다.  이 듯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끔 유도 하는 효과를 ‘ 정  인지 효과’라 부르며, 이 개념에 바탕을 두어 유용

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안한다. 첫 번째 원리는, 지각체제에 들어온 무언가가 정  인지효과

를 가지게 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련성이 높으며, 반 로 그것이 인지  노력이 증 되도록 

하면 할수록 련성이 낮다는 원리이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그 내  속성상 자동 으로 

련성을 최 화한다는 원리이다. 이들은 이러한 속성이 인간의 인지  체제가 진화해온 바 자연

인 귀결이라고 본다. 인간의 인지체제는 자동 으로 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자극물을 선

택하는 경향을 가지며, 인간의 기억체제는 자동 으로 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가정들을 활

성화하고, 추론체제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이들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견할 수 있는 자극은 그 자체의 정한 련성을 추정하도록 해 다고 

주장한다(Wilson & Sperber, 2004).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소통상의 자극, 를 들어 말(언어)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은 화자가 하는 말은 무언가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듣게 된다는 

말이다.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결과 으로 인간은 모든 사항들에 해 련성을 최 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주의를 집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 어떤 자극이 ‘최  련성(optimal relevance)’을 가지게 되는 조건으로 1) 듣는 

사람이 처리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닐 정도로 련될 것, 2) 의사소통 당사자의 능력과 선호

에 최 한의 호환성을 가지는(compatible with) 련성일 것의 두 가지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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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1983)의 동기이론  련성에 한 부분 한 그림과 텍스트의 계에 한 련성 

논의에 시사 을 다. 러는 련성이 주로 개인의 욕구, 안 , 존경 등 일반 인 인간의 동

기요인으로 부터 연유한다고 보고 목 지향성, 모티 의 일치, 친 성 등의 략이 학습자와 

학습자료의 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다(정인성․나일주, 1989; Keller․송상호, 1999). 이때 

하  요소로써 친 성은 텍스트와 그림과의 련성을 설정하는 요인으로 악된다. 학습자에

게 친숙한 그림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구체화시킴으로서 학습과제의 친 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련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Schnotz와 Bannert (2003)는 텍스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표면  구조(text surface structure)

를 학습자의 정보표상체계와 일 성 있게 조직했을 경우에 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그들에 의하면, 그림의 이해(picture comprehension)라는 것은 시공간과 련된 인지체계

(a system of visuo-spatial relations)와 의미 련 인지체계(a system of semantic relations) 사

이의 유추  구조 맵핑(analogical structure mapping)의 과정으로 이해(Falkenhainer, Forbus, 

& Gentner, 1989)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텍스트와 련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 텍스트 내

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구조(text semantic structure)

를 시각 으로 이미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앞서 Grice(1975)는 련성을 실제 이고 성공 인 의사소통을 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지 하면서 ‘ 련성’은 명제 내용간의 계를 통해 악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명제 내용이 맥락  정보들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계’라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시 

구나 의사소통의 목 과 방향에 한 ‘맥락  련성(contextual relevance)’이 있음을 제

로 하여, 상호간의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의미를 추론하여 해석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Grice, 1975). 

이제까지 우리는 ‘텍스트와 그림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이론  답변을 구하고자 하 다. 물론 이에 한 정확한 답변은 앞

에 든 여러 이론  논의들이 결말에 도달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시 에서의 잠정

 답변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련성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들을 범주화하

고 이를 실 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텍스트와 그림과의 련성의 내  조건을 이루는 요소를 다음의 넷으로 범주화

할 수있는 것으로 보았다: 1) 달 매체가 담고 있는 련 정보의 맥락  함축성(contextual 

implication), 2) 련성의 최 화를 유도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명시  자극으로서의 최  련

성(optimal relevance), 3)최소의 노력으로 최 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처리 효과성에 따른 

련성의 정도(degree of relevance) 그리고 4)자료와 그 자료를 하는 인간과의 사이에 존재

하는 친 성(familiarity).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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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범주 주요 특성
맥락적 함축성
(contextual 
implication)

텍스트 내용에 따라 제시된 그림 자료는 관련된 정보를 함축하고 있을 것
제시된 그림 자료로 부터 텍스트 내용의 의미를 유추 혹은 추론 할 수 있을 것

최적 관련성
(optimal 

relevance)
제시된 그림 자료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보조적인 기능을 할 것
제시된 그림이 텍스트 내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것

관련성의 정도
(degree of 
relevance)

제시된 그림 자료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것
제시된 그림 자료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것

친밀성
(familiarity)

제시된 그림 자료에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실제 예나 비유가 제공될 것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제공된 그림 자료는 학습자들의 경험적 지식과 연
결시킬 수 있을 것

<표 1> 텍스트와 그림과의 련성에 한 개념  범주와 특성

이 후의 연구는 이 게 규정된 련성의 개념  범주에 근거하여 텍스트와 그림자료의 련

성의 정도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련성의 정도, 학습시간의 제한의 여부

에 따른 내용의 이해와 만족도를 측정,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연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등학교 5학년의 8개 학  243명이었다. 한 집단으로는 그림자료와 텍

스트와의 련성 정도 따라 텍스트만 제공하는 집단(Text Only; TO), 텍스트와 련성 있는 

그림을 제공하는 집단(Text Relevant Picture; TRP), 텍스트 내용과 련없는 립  그림을 제

공하는 집단(Text Neutral Picture; TNP), 그리고 텍스트 내용을 방해하는 그림을 제공하는 집

단(Text Bothering Picture; TBP) 등 네 개의 집단으로 나뉘고 이를  다시 학습시간을 통제하

는 집단과 통제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여덟 개의 집단이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여덟 

개의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이 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들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한 234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악하기 하여 

사 지식을 평가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391,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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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4×2 집단 간 요인설계(CRF42)로 독립변인은 웹 학습자료의 유형(TO, TRP, 

TNP. TBP)과 학습시간의 통제1)여부가, 종속변인으로는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

용이해(내용기억, 내용 악)와 학습만족도(내용이해의 만족도, 내용기억의 만족도, 치정보

악의 효과에 한 만족도)가 사용되었다.

3. 실험 및 검사도구
1)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웹 학습자료는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 정도에 따라 TO, 

TRP, TNP, TBP 등 4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다[그림 2]. 웹 학습자료는 체 3화면으로 구성하

으며,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에 따라 각 화면에 3개 는 4개의 그림을 제시하 다.

웹 학습자료에 사용된 텍스트는 ‘윷놀이의 기원’으로써 ‘윷놀이의 어원, 윷놀이의 방법, 윷놀

이의 유래’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명  텍스트(expository text)를 선정하 다. 그림

자료의 효과성은 텍스트 내용의 성격, 그림과 텍스트 내용에 한 친숙정도, 정보제시방법 등

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 상자의 학업성취수 을 고려하여 친숙하지만 

잘 알고 있지 않은 내용, 낯설지만 쉬운 내용을 가진 설명  텍스트를 선정하 다. 설명  텍

스트의 내용 수 은 등학교 5학년 교사 2인과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5학년 학생 3인의 검토

를 받아 수정․보완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명  텍스트는 총 481단어이며, 13개의 문단으

로 구성되었다.

한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relevance)에 한 합도를 검

증하기 하여 교육공학 문가 1인과 등학교 교사 1인을 상으로 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 다. 문가 타당화 검토는 문헌분석에서 도출된 텍스트와 그림과의 련성에 한 개

념  범주와 특성<표 1>을 바탕으로 웹 학습자료를 Likert 5  척도로 평정하여 응답자간의 

의견일치 지수를 보는 방식으로 실시하 다. 문가 검토 결과 응답자간의 의견일치 지수는 

.80이었다. 

1) 본 연구에서의 학습시간은 웹 학습자료를 읽고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에 참여하

지 않는 5학년 학생 3명을 상으로 개발된 웹 학습자료를 가지고 학습시간을 측정하 다. 그 결과 평균 4

분여의 학습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학습시간 비통제 집단은 정상  학습시간인 4분을 부여하 고, 학

습시간 통제 집단은 학습시간을 제한하여 2분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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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자료와 텍스트와의 련성에 따른 웹 학습자료의 유형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집단이 동질 인지를 확인하기 한 사 지식 검

사도구, 웹 학습자료를 학습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한 텍스트 내용이해(내용

기억, 내용 악) 검사도구, 그리고 학습자들의 그림자료 활용에 한 학습만족도 검사도구 등

이 사용되었다. 사 지식 검사도구와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도구는 등학교 교사 2인에 의해 

타당화 과정을 거쳤으며, 학습만족도에 한 검사도구는 교육공학 문가 2인에 의한 타당화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1) 사전지식 검사도구
학습자의 사 지식 수 을 검사하여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동질성 검사를 실

시하 다(F=1.391, p=.246). 사 지식 검사는 텍스트의 내용과 련된 내용 에서 주요 개념을 

선정하여, 각 개념의 일반  의미를 묻는 내용으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 .7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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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내용 신뢰계수
내용이해 1. 제공된 학습자료는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Cronbach α 
= .82

내용기억 2. 제공된 학습자료는 학습 내용을 다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위치정보 

파악
3. 제공된 학습자료는 부분적인 학습 내용과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표 2> 그림자료 활용에 한 학습만족도 검사도구

(2)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도구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는 텍스트 내용에 한 즉각 인 기억과 이해 정도를 묻는 검사이다.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는 웹 학습자료를 학습한 후 텍스트 내용  기억나는 심단어(key 

words)나 문장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는 내용기억검사와 텍스트 내용의 이해정도를 확인하

기 해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내용 악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학습자들이 응답한 결

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내용 악 검사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 .78로 나타

났다.

3) 학습만족도 검사도구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 진을 해 사용된 그림자료에 한 학습자

들의 학습만족도를 확인하기 하여 웹 학습자료에 사용된 그림자료의 내용이해 만족도, 내용

기억 만족도, 치정보 악의 효과에 한 만족도 측면에서 검증하 다.

학습만족도를 검사하기 한 검사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에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 .82로 나타났다.

4. 실험절차
본 연구를 해 등학교 5학년 학생 243명을 웹 학습자료의 4가지 유형과 학습시간의 통제 

여부에 따라 학 을 단 로 무선 배정하 으며, 실험은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실

에서 실시하 다. 실험 시작 에 연구의 목 , 실험의 진행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해서 

설명하 으며, 이후 학습자들의 사 지식을 검사하 다. 사 지식 검사가 끝나고 학습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험용 웹 학습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웹 사이트에 속 한 후 학습시

간 비통제 집단은 4분 동안, 통제집단은 2분 동안 학습을 하 다. 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컴퓨

터 모니터의 원을 일 으로 끄게 하고 텍스트 내용기억 검사, 텍스트 내용 악 검사, 마지

막으로 학습만족도 검사를 순차 으로 20여분 동안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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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유형 사례수
내용이해

내용기억 내용파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O  54  8.15 3.93 5.19 1.42
TRP  62 10.58 5.79 6.13 1.84
TNP  60  7.40 4.29 5.80 1.57
TBP  58  8.55 5.39 5.93 1.77
전체 234  8.70 5.05 5.78 1.69

<표 3>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의 기술 통계치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하여 사 지식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이 실시

되었다.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의 차이 분석에 있어 집단 간 동질  특

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학습자들의 사 지식이 텍스트 내용이해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 지식 변인을 통제한 후 분석을 하 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시간 통제에 따른 차이 검

증을 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이 사용되었으며, 집단 간 차이 확인을 한 사

후검증방법으로는 Tukey HSD 방법이 용되었다. 그리고 웹 학습자료 유형에 따른 학습자들

의 학습만족도 차이 분석에는 x2 검증이 실시되었다. 통계분석을 한 분석도구로는 SPSS 12.0

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관련성의 정도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내용기억, 내용파악)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의 정도는 텍스트 내용이해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웹 학습자료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결과의 기

술통계 결과는 <표 3>와 같다.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 결과 TRP가 내용기억(M=10.58, SD=5.79)과 내용 악(M=6.13, 

SD=1.84)에 있어 가장 우수한 수행능력을 보 다.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은 내용기억에 

있어서 TNP (M=7.40, SD=4.29)이고, 내용 악에 있어서는 TO(M=5.19, SD=1.4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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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합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Tukey HSD)
사전지식
(공변인)   85.02 1   85.02 35.05 .00 TRP, TBP > TO

학습자료유형  871.28 4 217.82 89.80 .00
오차  555.41 229   2.42   
전체 8480.00 234   

<표 5>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 악 결과의 차이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합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Tukey HSD)
사전지식
(공변인) 1005.45 1 1005.45 49.99 .00 TRP > TO, TNP

학습자료유형  949.67 4  237.41 11.80 .00
오차 4605.20 229   20.11   
전체 23664.00 234    

<표 4>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기억 결과의 차이분석

1) 텍스트 내용기억에 미치는 효과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에 따른 웹 학습자료의 유형이 텍스트 내용기억에 어떠

한 향을 미쳤는지에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텍스트 내용이해에 있어 내용기억을 분석한 결과 F=11.80, p<.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Tukey HSD 방법을 용한 사후검증결과 TRP와 TO  TNP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텍스트 내용과 하게 련 있는 그림자료를 제공한 

집단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텍스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텍스트 내용 악에 미치는 효과

웹 학습자료의 유형이 텍스트 내용 악에는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하여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 악의 결과에 있어서 F=89.80, p<.05 수 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TRP  TBP와 TO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TRP(M=6.13, SD=1.84)가 텍스트 내용 악에 있어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TO(M=5.19, SD=1.42)가 제일 낮은 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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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웹 학습자료 유형 사례수
내용이해

내용기억 내용파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통제
TO 28  8.43 4.17 5.14 1.67
TRP 32 10.87 4.52 6.62 1.93
TNP 32  7.00 3.90 5.75 1.41
TBP 26 10.92 6.08 6.31 1.76
전체 118  9.25 4.92 5.97 1.77

통제
TO 26  7.85 3.70 5.97 1.77
TRP 30 10.27 6.96 5.23 1.14
TNP 28  7.86 4.72 5.60 1.61
TBP 32  6.63 3.88 5.86 1.75
전체 116  8.14 5.13 5.59 1.59

<표 6> 학습시간과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 검사의 기술통계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합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Tukey HSD)
학습시간    77.88 1  77.88 3.30 .07 TRP > TO, TNP학습자료유형   329.90 3 109.96 4.66 .00

학습시간×학습자료유형   211.19 3  70.39 2.98 .03
오차  5324.38 226  23.55   
전체 23664.00 234    

<표 7> 학습시간과 웹 학습자료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기억 결과의 차이 분석

2. 학습시간과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내용기억, 내용파악)
그 다면, 과연 학습자들의 학습시간을 제한한다면 그림자료 활용의 효과성은 증가할 것인

가, 감소할 것인가? 이를 해 학습시간과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이해(내용기

억, 내용 악)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통해 분석하 다.

1) 학습시간과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기억 차이

학습시간을 고려한 집단 간 텍스트 내용기억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

다.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기억 결과의 차이는 F=4.66, p<.05 수 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습시간에 따른 차이는 F=3.30, p>.05 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시간에 따른 웹 학습자료의 유형별 텍스트 내용기억 결과는 

F=2.98, p<.05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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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TRP 8

(12.9)
34

(54.8)
14

(22.6)
6

(9.7)
 
 

62
(100)

TNP 8
(13.3)

22
(36.7)

22
(36.7)

6
(10.0)

2
(3.3)

60
(100)

TBP 10
(17.2)

20
(34.5)

12
(20.7)

8
(13.8)

8
(13.8)

58
(100)

전체 26
(14.4)

76
(42.2)

48
(26.7)

20
(11.1)

10
(5.6)

180
(100)

x
2
=19.10  (df=8, p=.014)

<표 8> 내용이해에 한 만족도 단  : 명(%)

자료유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TRP 12

(19.4)
34

(54.8)
14

(22.6)
2

(3.2)  62
(100)

TNP 10
(16.7)

18
(30.0)

26
(43.3)

6
(10.0)  60

(100)
TBP  

 
26

(44.8)
16

(27.6)
10

(17.2)
6

(10.3)
58

(100)
전체 22

(12.2)
78

(43.3)
56

(31.1)
18

(10.0)
6

(3.3)
180

(100)
x
2
=38.09  (df=8, p=.000)

<표 9> 내용기억에 한 만족도 단  : 명(%)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계를 분석 으로 확인하기 하여 사후검증(Tukey 

HSD) 방법을 용한 결과 학습시간을 제한한 경우, TRP와 TO  TNP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시간과 웹 학습자료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용 악 차이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라 학습을 실시할 때 학습시간의 통제 여부에 따른 텍스트 내용

악 검사 수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텍스트 내

용 악 결과 F=3.39,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학습시간에 따른 차이는 

F=3.04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학습시간의 통제여부에 따른 

웹 학습자료의 유형별 내용 악 결과에 있어서도 F=1.76, p>.05 수 에서 유의한 차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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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TRP 24

(38.7)
20

(32.3)
18

(29.0)
62

(100)
TNP 8

(13.3)
30

(50.0)
20

(33.3)
2

(3.3)
60

(100)
TBP 12

(20.7)
16

(27.6)
16

(27.6)
8

(13.8)
6

(10.3)
58

(100)
전체 44

(24.4)
66

(36.7)
54

(30.0)
10

(5.6)
6

(3.3)
180

(100)
x2=37.10 (df=8, p=.000)

<표 10> 치정보 악의 효과에 한 만족도 단  : 명(%)

3. 웹 학습자료의 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 진을 해 사용된 그림자료 활용에 한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를 내용이해 만족도, 내용기억 만족도, 그리고 치정보 악의 효과에 

한 만족도 측면에서 x2검증을 실시하 다. 학습만족도 검증은 기본 텍스트 집단을 제외한 3

개의 집단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그림자료 활용에 한 내용이해 만족도, 내용기억 만족도, 그리고 치정보 악의 효과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내용이해 만족도는 x2=19.10, p=.014이고, 내용기억 만족도는 

x2=38.09 p=.000이며, 치정보 악의 효과에 한 만족도는 x2=37.10, p=.000으로서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 으로 TRP, TNP, TBP의 순서로 만족도

가 결정됨을 말하여 다 하겠다. 

V. 논의 및 결론

웹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환경에서는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텍스트, 그림, 애

니메이션, 동 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시각자료의 형태로 학습내용을 달할 수 있기에 다양

한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텍스트로만 된 자료는 학습에 

효과 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

이 오늘날의 웹 학습자료는 보고 읽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최소의 인지  노력으로 정보

를 습득하기 한 그림자료의 활용은 필수 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그림자료와 텍스트 내용과의 련성의 정도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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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텍스트 내용이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

과  특기할만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텍스트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텍스트와 함께 그림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학습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련성이 있는 그림은 내용이해(TRP > TO, TNP), 내용

악(TRP, TBP > TO), 만족도 등에서 텍스트만을 제공하 거나, 그림의 련성이 립이었거

나, 방해하는 련을 가진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우월성을 보 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련성 있는 그림자료의 효과성은 이 부호화 이론 등 

기존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나 지각양상이나 내용의 도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

다. 즉, 그림자료가 텍스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지각양상(modality)을 달리하

여 제공함으로써 정보결핍을 보충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 텍스트에 표 된 내용의 도

(density of information)를 그림자료가 더 높이거나 낮추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시각  정보처리나 시각지능 등 시각에 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와 련된 연구가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의  한 가지 특기할 만한 발견으로는, 텍스트 내용과 련성이 없는 그림자

료라 할지라도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나은 학습효과를 가져오거나 어도 부정 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다. 일반 으로 텍스트 내용과 련이 없는 그

림자료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하를 발생시켜 

학습의 효과를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notz & Bannert 2003; Sweller, 1988).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용과 련성이 없으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의 학습을 방해하지는 않

는 수 의 그림자료(즉, 정물그림이나 풍경그림과 같이 학습자들의 립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자료)를 활용하 을 때 학습자들은 학습에 한 지루함을 덜 느끼고, 학습을 보다 더 

재 고, 즐겁게 하 다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립  그림자료의 활용이 학습에 모종의 

정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립  그림자료의 효과에 한 해석은 

다음의 두 가지 에서 가능하다. 

우선, 그림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시각  인식에 한 추진력(visual momentum)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학습의 내용과 련이 없으면서 가볍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립  그림자료의 활용은 학습자들에게 시각  추진력을 제공하여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시각  즐거움을 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그림자료와 련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데 진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Hochberg & Brooks, 1978). 시각  추진력이라는 개념

을 가장 크게 활용하는 분야는 TV 방송이나 화와 같은 쇼 비즈니스 분야이다. 이들은 같은 

사물을 보여주는 데에도 근경, 원경, 경포착, 인, 아웃 등 쉴 새 없는 변화를 통해 시청

자들의 시각을 사로잡는다. 립  그림자료의 효과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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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의 효과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그림자료를 통한 치정보가 텍스트 내용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공간  정보의 조

직(spatial data organization)을 도왔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과의 사후 인터

뷰에서 학습자들은 그림자료의 치를 생각하면서 그 주변의 텍스트 내용을 함께 연결시켜 기

억하 기 때문에 학습이 보다 쉬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의 정보처리체계가 어떤 정

보를 기억하는데 있어 단순히 그 내용을 기억하기 보다는 어떤 정보와 련된 주변의 환경  

정보와 연합하여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주장(Jones, 1989)과 일치한다. 즉, 인간의 정보기억은 

어떤 정보가 가지고 있는 물리  공간에서의 치정보를 주변의 환경  정보와 연합하여 시공

간 으로 표상하여 기억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다(Heort, 1984). 따라서 그림

자료의 활용은 텍스트 내용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공간  정보의 지도를 조직함으로서 그 내용

을 기억하고 재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학습의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 으로,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를 돕

기 해서는 웹 학습자료에 텍스트 내용과 련성이 있는 그림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텍스트의 내용이 시각 으로 표 하기에는 부 합하다거나 

표 이 불가능하다거나 는 텍스트의 내용과 련된 그림자료를 개발하여 사용할 만한 사정

이 안되는 경우에는 ‘ 립 인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편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그간 웹자료로 제공된 많은 텍스트들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 한 그림

자료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다만 보다 확실한 결론을 해서는 이 연

구의 외  타당도를 높이기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된 학습자료는 불과 몇 분 안에 읽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내용이

었었다. 학습자의 수 을 달리하고 내용의 곤란도와 분량을 달리하 을 경우의 효과는 아직도 

탐구의 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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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icture Relevancy on Text Understanding 

and Learner Satisfaction in Web Based Instruction

2)Ilju Rha*․Eunmo Sung**

Using pictures mixed with text is an obvious common Web design trend. The pictures are 

known to be helping readers to read the text by inducing dual coding ability of human brain.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the relevant pictures help readers to understand the text. However, 

in many Web pages finding pictures with no relevance to the text is not difficult. It seems 

that the pictures are used by designers with variety of different purposes ranging from artistic, 

decorative purposes to the effective learning and remembering purpos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egree of relevance of pictures 

to text on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learning in the WBI environ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1) types of Web material represented by the degree of relevance of picture to 

text; text, text+relevant picture, text+neutral picture, text+distracting picture, and 2) learning 

time. The dependant variables are text recall and understand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243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8 

groups by types of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time. The experimental design was two 

way complete randomized factorial design(CRF4.2). After studying the respective Web content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tests were administer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ANCOVA, two-way ANOVA, and Chi-square.

Results show as follows: In recalling the text, text+relevant picture was statistically superior 

(F=11.80, p=.00) with other types. In understanding the text, text+relevant picture and 

text+distract picture were statistically superior (F=89.80, p=.00) to the other types. Th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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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earning time was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In the learning satisfaction, learner’s feeling 

on effectiveness(x2=19.10, p=.014), efficiency(x2=38.09, p=.000), and satisfaction(x2=37.10, p=.000) 

were all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Further analysis shows that the 

pictures regardless of the relevance, were improving learner’s satisfaction. Consequently, we 

could conclude that the ‘relevancy of the picture' i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factor to 

improve recall and comprehension of the text. And also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ictures 

increase learner’s satisfaction level regardless of the relevancy to the text.

Key words: WBI, picture materials, understanding of text, relev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