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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는 즉각적 피드백, 선언적 지식 습득 등의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복잡한 상호작

용 기능으로 인해 학습자의 주의집중이 떨어지고 인지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 활용을 

위해 적절한 시각단서를 제공하여 외재적 인지부하를 낮추고 주의집중을 높일 수 있는 학습자료 설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시각단서 제공유형이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는 모두 외적 시각단서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외재적 인지부하를 낮추며 본유적 

인지부하를 높이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teractive 3D learning materials are used in various fields for advantages such as immediate feedback and declarative 
knowledge acquisition, but complex interactive functions in learning materials may reduce learners' attention, concentration and 
lead high cognitive l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arning materials design that can reduce extraneous cognitive load 
and increase attention and concentration by providing appropriate visual cues for effective use of interactive 3D learning material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visual cueing types on cognitive loa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activity of interactive 3D 
learning materials was identified. It was confirmed that providing both high and low-level interactive 3D learning materials with 
external visual cues is effective in reducing extraneous cognitive load and increasing germane cognit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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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 학습환경의 변화 및 학습자의 기술 활용 능력

의 향상과 더불어 학습자료와 제공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3D 학습자료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의학, 기술교육 등 

실습이 필요하거나 관련 장비를 접하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

서 체험이 어려운 분야에서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디지털 기술

의 활용은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3].

시각화된 학습자료는 학습촉진에 긍정적이라고 알려져 있

으며[4], 특히 인터랙티브 3D는 가상 객체를 통해 실제 객체

를 보완 및 대체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매체이며[2], 비용 측면의 효율성과 위험한 학습상황을 대체

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5]. 또한, 인

터랙티브 3D 학습자료에는 상호작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6] 학습자의 집중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유도하기에 

유용하여[7] 인터랙티브 3D 시각자료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 지원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8]-[10]. 

그러나 Ferk와 연구자들[11]이 3D 시각자료가 3차원 구조 

이해와 복합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Sweller와 Chandler[12]는 공간 능력에 대한 개인의 차이

와 상호작용 요소로 인한 혼란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높은 상호작용이 포

함된 학습자료가 학습자에게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추

가적인 인지처리로 인해 외재적 인지부하를 발생시키고[13]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14]. 이는 시각자료의 유형 및 상호작용 요소의 수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15].

인터랙티브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의 종류와 수는 다양하며

[14] 학습 매체의 특성, 학습과제의 내용, 목표, 학습자의 특

성 등에 따라 사용하는 수와 종류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시

각단서 유형도 달라져야 한다. 학습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외재적 인지부하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학

습경험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14]. 3D 

학습자료의 경우에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조작할 수 있으므

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학습자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공간능력, 사전지식은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랙

티브 3D 학습자료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적합한 시각단서를 

제시를 통해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단서 제공유형이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인터랙티브 3D 상호작용 정

도에 따른 시각단서 제공유형에 대한 인지부하 유형 (내재적, 

외재적, 본유적) 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개념,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 시각단서의 제공유형, 시각단서와 인지부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고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

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이 인지부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1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

1) 멀티미디어 학습환경에서의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

3D 학습자료는 3D 일러스트, 3D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분되며[16], 이는 학습자료를 원하는 

방향에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를 보는 것처럼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분자의 3차원 구조에 대한 학습을 할 

때, 3D 학습자료를 제공받은 학습자는 2D 학습자료를 제공

받은 학습자보다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했다[11]. 또

한,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는 학습자가 다양한 상호작용 기

능으로 학습자료를 조작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시간과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통제(learner control)

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외재적 인지부하를 낮출 수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17].

하지만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를 높게 설계하는 것이 

항상 학습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3D 학습자료는 개인 공

간 능력에 따라 학습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12]. 공간 능력

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3D 학습자료가 효과적이였지만, 공간 

능력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인지부하로 이어져 학습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효

과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8]. 즉, 3D 학습

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효과적으

로 조절할 수 있는 교수설계 전략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와 상호작용 정도

인터랙티브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은 종류와 수준에 따라 나

뉜다.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 구별한다면 첫째, 정보전달통

제(information delivery control)로 학습 내용의 속도나 순

서를 학습자가 변경하고 학습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표현통제(representation control)는 학습자료의 각도, 시각

단서, 움직임의 특성 등을 선택하여 학습자료를 통제할 수 있

다. 셋째, 내용통제(content range control)는 피드백의 난

이도, 힌트, 학습내용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구별한다면[14] 첫째, 낮은 수준의 

미리 설계된 피드백 상호작용으로 학습자의 작동(응답선택, 

질문, 힌트 등)에 대한 정해진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

아니오 선택, 단어참고, 도움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간 수

준의 상호작용은 조작형 상호작용이며 학습자가 학습자료나 

시스템을 스스로 조작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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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된다. 이것은 객체를 조작하는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클릭과 

드래그를 통한 학습 객체 이동, 회전, 변수 값 입력 등을 조작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음 수준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작동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피드백이 제공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여러 학습자가 함께 학

습할 수 있는 가상 환경에서 피드백, 협업 환경 등이 제공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 내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동을 촉진하여 선언적 학습에 효과적이

고[6] 학습자가 학습객체를 자유롭게 조작하여 여러 상태를 

쉽게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습참여 유도에 효과적

이다[19].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보면 학습과정 중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다만, 이는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외재적 인지부하를 

발생시키고 학습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13], [14].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인터랙티브3D 학습자

료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객체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중간 수준의 상호작용인 조작형 상호

작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2-2 시각단서(Visual Cueing)

1) 시각단서의 개념

시각단서는 학습자료 중 학습자가 집중해야하는 부분에 화

살표, 색, 반짝임, 방향지시 등 같은 그래픽을 추가하여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이끌어 낸다

[20],[21]. 이는 학습자가 불필요한 인지활동을 하지 않게 

돕고[22] 보다 높은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거나[23] 더 정교

한 정신모형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한다[24].

애니메이션에 시각단서를 추가하게 되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고 이는 외재적 인지부하를 줄이고 학습을 촉

진시킬 수 있다[25]. 하지만 정적인 학습자료에서 효과적이

었던 시각단서가 다른 학습자료에서는 그 효력을 상실할 수

도 있다[26].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 또한 

정적인 학습자료 등에서 제공되었던 시각단서를 동일하게 사

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 할 수 있다. 따

라서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시각단서 개

발이 필요하다.

2) 시각단서의 제공유형: 내적 시각단서와 외적 시각단서

정적인 학습자료에서의 시각단서는 내적 시각단서와 외적 

시각단서로 구분한다[27]. 내적 시각단서는 특정 부분에 시

각적 대비효과를 주어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유용하며 정확

성이 높다. 외적 시각단서는 시각자료와 관련 정보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관련된 내용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에 

유용하다[22]. 하지만 외적 단서의 경우, 학습자가 어느 부분

에 집중해야 하는지 모호할 수 있으며 공간능력이 낮은 학습

자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내적 시각단서는 학습내용에 해당하는 객체 자체를 부각하

는 방법으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인지처리

를 거치게 되고, 외적 시각단서는 객체와 관련된 학습내용 주

제어를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신

모형 구축을 돕는 고차원적 의미형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처럼 학습자가 학습 객체를 조작할 때 내적 시각단서와 외적 

시각단서가 형성하는 인지적인 처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 환경에 따라 시각단서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즉, 인터

랙티브 3D 학습자료에 기존의 시각단서 유형을 그대로 제공

하는 것은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 정도에 따

라 적합한 시각단서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3 인지부하(Cognitive Load)

1) 인지부하의 개념

인지부하는 제한된 작동기억 용량과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

에서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인지적 노력이다[28]. 인지구조

는 인지처리 총량 제한이 없는 장기기억과 총량 제한이 있는 

작동기억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과제가 학습자의 제한된 작동

기억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29].

인지부하는 발생 이유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0]. 내재적 인지부하(ICL; intrinsic cognitive load)는 학

습과제의 구조에 의해 발생하며 학습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수, 요소간의 상호작용 난이도에 따라 인지부하의 정

도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학습자는 3~5개의 학습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31] 교수설계 시 과제의 요소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외재적 인지부하

(ECL; extraneous cognitive load)는 자료 제시방법, 제시

시기 등 부적절하게 설계된 학습과제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학습자의 불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발생시켜 학습성취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32]. 이는 효율적인 교수설계 전략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다[32]. 본유적 인지부하(GCL; germane 

cognitive load)는 학습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신적 노력을 의미하며[32], 쉐마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서는 외재적 인지부하를 최소화 시키는 설계전략이 요구된다.

인지부하는 학습자의 제한된 작동기의 용량 때문에 내재적 

인지부하와 외재적 인지부하가 낮아질수록 본유적 인지부하

를 위한 작동기억 용량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유적 인지부하

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상호작용 정도와 인지부하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경우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회전, 확대 등 공간적인 기능의 조작이 가능하다. 이러

한 기능은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자세히 학습하고 스스로 내

용을 탐구하는 것에 효과적이지만 학습자의 사전지식이나 공

간능력에 따라 인지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12]. 그 예로 인터

랙티브 3D 학습자료에 수치를 입력하여 조작하는 상호작용

이 추가되면 객체 변화와 위치 변경에 대해 인지하기 위해 많

은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33]. 그렇기 때문에 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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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부하와 내재적 인지부하를 낮추어 본유적 인지부하를 

높일 수 있는 설계를 고안해야하며, 시각단서를 사용하게 되

면 학습자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학습자의 불

필요한 인지활동을 줄여주어 외재적 인지부하를 낮추는 것에 

도움을 준다[23].

3) 시각단서와 인지부하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는 대체로 요소 상호작용이 높기 때문

에 학습자의 인지부하의 총량을 초과시킬 수 있다[14]. 따라

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외재적 인지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지부하이론의 관점에서 시

각단서의 효과는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

나[15] 시각단서에 제목이나 키워드, 지시어 등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외재적 인지부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10], 

[15]. 특히, 학습자의 조작을 통해 학습 객체에 변화가 생기

는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에서는 자료의 변화에 따라 학습

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33] 적시에 학습자의 주의가 해

당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시각단서를 제공해야 한다[34].

시각단서는 관련정보와 인지활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학습자가 쉐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34]. 또한, 

학습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색을 사용하는 방

법[34], 화살표를 사용하여 특정 부분을 가르키는 방법[22], 

학습자가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을 제

외한 주변부를 흐리게 만드는 방법[35] 등의 전략을 활용하

면,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

[27]. 이러한 시각단서 제공 방법은 학습정보를 제거하거나 

추가하지 않고도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고 비교

적 학습내용의 수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위와 같이 인지부하는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

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브 3D 학습

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어떠한 시각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수행 방법과 실험 방안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

공유형에 따라 인지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랙티브 3D 학

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 조합에 따라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인문계 A 고등학교 2학년 학

생 총 6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성별은 남학생 43명

(71.7%), 여학생 17명(28.3%)로 구성됐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집단은 공간 능력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성했고, 신청 순서에 따라 무선 할당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하였고, 동질적

임을 확인하였다(F(3, 56)=.632, =.598). 구체적으로 집단은 

내적 시각단서이며 상호작용 정도가 낮은 15명 집단, 외적 시

각단서이며 상호작용 정도가 낮은 15명 집단, 내적 시각단선

이며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15명 집단, 외적 시각단서이며 상

호작용 정도가 높은 15명으로 이뤄졌다.

3-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에서 인터랙티브 3D 학습

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시각단서 제공유형이 인지부하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설

계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독립변수는 인터랙티브 3D 학

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이고 종속변수

는 인지부하이다.

그림 1. 연구설계

Fig. 1. Research Design

3-3 학습 내용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학습자료는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제작하였고, 네 집단 모두 동일한 학습 내용과 3D 학

습자료를 제공하였고 학습자료의 시각단서 유형과 상호작용 

정도에서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먼저, 시각단서 유형은 [그

림 2]와 같이 외적 시각단서는 위치를 표시하는 마커를 적용

하여 설계하였고, 객체가 고정될 때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에 

시각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내적 시각단서는 [그림 3]과 

같이 특정 영역을 색으로 강조하여 제공하였고, 학습자가 객

체를 움직일 때도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높은 상호작용 정도

의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는 [그림4]와 같이 학습자가 세

가지 상호작용 요소(회전, 확대, 조작)를 조작할 수 있으며, 

낮은 상호작용 정도의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는 [그림5]와 

같이 1가지 상호작용 요소(회전)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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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적 시각단서 제공화면

Fig. 2. Screen for external visual cueing

그림 3. 내적 시각단서 제공화면

Fig. 3. Screen for internal visual cueing

그림 4. 높은 상호작용 정도의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회전, 

확대, 객체조작) 중 객체조작 기능

Fig. 4. Object manipulation function of interactive 3D 
learning materials with a high degree of interaction 
(rotation, enlargement, object manipulation)

그림 5. 낮은 상호작용 정도의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회전 

기능

Fig. 5. Rotation function of interactive 3D learning 
materials with a low degree of interaction

3-4 검사 도구

1) 사전 검사

공간 능력(공간 지각, 공간 회전, 공간 시각)을 측정하여 학

습자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로 ROT(Purdue 

Visualization of Rotations) 검사를 진행하였다[36]. ROT 

검사는 3D 객체를 회전시켰을 때 객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이며[37], [그림 6]과 같은 유

형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됐다.

그림 6. ROT 검사 설문 예시

Fig. 6. Example item for ROT

2) 인지부하 검사 도구

인지부하 측정은 Leppink와 연구자들의 리커트 10점 척

도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0점부

터 ‘매우 그렇다’ 10점으로 구성하고, 내재적 인지부하는 ‘본 

학습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와 같은 3문항, 외재적 인지부하

는 ‘본 학습내용에서 사용되는 3D 학습자료가 지나치게 복잡

했다’와 같은 3문항, 본유적 인지부하는 ‘본 학습활동에서 제

시한 활동이 카메라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켰다’와 같

은 4문항으로 이뤄졌다. 이와 같이 내재적 인지부하와 외재적 

인지부하는 부적 문항으로 이뤄져 있고, 본유적 인지부하는 

정적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인지지부하에 따른Cronbach’s 

alpha는 내재적 인지부하 .89, 외재적 인지부하 .91, 본유적 

인지부하 .89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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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 절차

본 실험 절차는 [그림 7]과 같이 첫째, 학습자들의 공간 능

력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ROT검사를 10분간 진행하

였고, 신청한 학생들의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15

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둘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

표와 조작 방법을 안내한 뒤에 온라인 학습 링크를 배부했다. 

셋째, 학습은 카메라의 구성 요소인 렌즈, 조리개, 셔터 스피

드, ISO의 4가지 기능에 따라 10분씩 이뤄졌다. 넷째, 학습종

료 후 5분간 인지부하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Pre-test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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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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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ing

Low 
Interactivit

y +
External
Visual 
Cueing

10

▼

Post-test

4. Cognitive Load Test 5

그림 7. 실험 절차
Fig. 7. Experimental Procedure

3-6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터랙티브 3D 자료의 상호작용 정도

에 대한 시각단서를 제공하는 4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유형은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 시각단서, 두번째 유형은 높

은 상호작용과 외적 시각단서, 세번째 유형은 낮은 상호작용과 

내적 시각단서, 네번째 유형은 낮은 상호작용과 외적 시각단서

이다. 종속변수는 인지부하의 3가지 유형이며, 외재적 인지부

하, 내재적 인지부하, 본유적 인지부하이다. 독립변수인 상호작

용과 시각단서에 대한 4가지 유형의 특징에 따라 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한 각 집단별 종속변수인 3가지 유형의 인지부하

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자

료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05이다.

Ⅳ. 결  과

4-1 기술통계 및 기초자료 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진행한 60명 인지부하검사

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째, 내재적 인지부하는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 시각자료를 

제시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M=9.8, SD=4.75), 높은 상호작

용과 외적 시각자료를 제시한 집단이 가장 낮았다(M=8.2, 

SD=4.25). 둘째, 외재적 인지부하는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 

시각자료를 제시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M=16.2, SD=3.97), 

낮은 상호작용과 외적 시각자료를 제시한 집단이 가장 낮았

다(M=9.4, SD=3.96). 셋째, 본유적 인지부하는 낮은 상호작

용과 외적 시각자료를 제시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M=28.07, 

SD=6.12), 높은 상호작용과 외적 시각자료를 제시한 집단이 

가장 낮았다(M=18.4, SD=4.87). 본 연구는 집단 간 인지부

하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산분산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모집단 분포에 대한 정규성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Shapiro-Wilk값을 분석하여 각 인지부하 유형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05).

인터랙티브 3D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시각단서 제공유형

에 따른 인지부하를 분석했다. 먼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 등분산성 가정은 인지부하에 대한 Levene의 등분산

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분산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내재적 인지부하=.544, 외재적 인지

부하=.682, 본유적 인지부하=1.685). 따라서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기 위한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했다. 또한 <표 2>에

서 알 수 있듯이 인터랙티브 3D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시각

단서 제공유형에 대한 집단별 내재적 인지부하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56)=.422, >.05). 반면에 외재

적 인지부하(F(3,56)=.8.51, <.001)와 본유적 인지부하

(F(3,56)=.8.02, <.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효과 크

기는 각 .313, .3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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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ase

CL*

ICL** ECL*** GCL****

M SD M SD M SD

High Interactivity 
+

Internal 
Visual Cueing

15 9.8 4.75 16.2 3.97 18.4 4.87

High Interactivity 
+

External
Visual Cueing

15 8.2 4.25 11.27 4.74 27.53 7.83

Low Interactivity 
+

Internal
Visual Cueing

15 8.8 3.73 9.87 3.8 27.33 6.17

Low Interactivity 
+

External
Visual Cueing

15 8.27 4.82 9.4 3.96 28.07 6.12

Total 60 8.77 4.34 11.68 4.86 25.33 7.38

표 1.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에 따른 인지부하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cognitive loa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activity and types of visual 
cueing

*Cognitive Load, **Interinsic Cognitive Load,
***Extraneous Cognitive Load, ****Germane Cognitive Load

인터랙티브 3D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시각단서 제공유형

에 따른 인지부하를 분석했다. 먼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 등분산성 가정은 인지부하에 대한 Levene의 등분산

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분산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내재적 인지부하=.544, 외재적 인지

부하=.682, 본유적 인지부하=1.685). 따라서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기 위한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했다.

표 2.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에 따른 인지부하 

일원산분석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one-way ANOVA of cognitive loa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activity and types 
of visual cueing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p η2

CL

ICL

Between 
Groups

24.6 3 8.2 .422 738 -

Within 
Groups

1088.13 56 19.43 - - -

Total 1112.73 59 - - - -

ECL

Between 
Groups

436.32 3
145.4

4
8.51

3
.000

*
.31
3

Within 
Groups

956.67 56 17.08 - - -

Total 1392.98 59 - - - -

GCL

Between 
Groups

965.73 3
321.9

1
8.02

1
.000

*
.30
1

Within 
Groups

2247.6 56 40.14 - - -

Total 3213.33 59 - - - -

*<.001

표 3. 외재적 인지부하와 본유적 인지부하의 Tukey 분석 결과

Table 3. The Tukey results of extraneous and germane 
cognitive load

Depende
nt 

Variable

Group
M SD p ES

Control Experimental

CL

ECL

High 
Interactiv

ity
+

Internal 
Visual 
Cueing

High Interactivity
+

External Visual 
Cueing

4.93

1.5
1

.01* 1.19

Low Interactivity
+ 

Internal Visual 
Cueing

6.33 .001** 1.53

Low Interactivity
+ 

External Visual 
Cueing

6.8
.000**

*
1.65

GCL

High 
Interactiv

ity
+

Internal 
Visual 
Cueing

High Interactivity
+ 

External Visual 
Cueing

-9.1
3

2.3
1

.001** 1.44 

Low Interactivity
+ 

Internal Visual 
Cueing

-8.9
3

.002** 1.41

Low Interactivity
+

External Visual 
Cueing

-9.6
7

.001** 1.53

*<.05, **<.01, ***<.001

또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랙티브 3D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시각단서 제공유형에 대한 집단별 내재적 인지

부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56)=.422, 

>.05). 반면에 외재적 인지부하(F(3,56)=.8.51, <.001)와 본

유적 인지부하(F(3,56)=.8.02, <.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효과 크기는 각 .313, .301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Tukey 방법으로 외재적 인지부하와 본유적 인지

부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재적 인지부하

는 <표 3>과 같이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단서를 제시한 집단

과 높은 상호작용과 외적단서를 제시한 집단(=.01)., 낮은 상

호작용과 내적단서를 제시한 집단(=.001), 낮은 상호작용과 

외적단서를 제시한 집단(<.001)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단서를 제시한 집단을 통제집단

으로 간주하여 각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각 

1.19, 1.53, 1.65로 확인됐다. 또한 본유적 인지부하는 <표 

0>과 같이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단서를 제시한 집단과 높은 

상호작용과 외적단서를 제시한 집단(=.001)., 낮은 상호작용

과 내적단서를 제시한 집단(<.01), 낮은 상호작용과 외적단서

를 제시한 집단(=.001)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높

은 상호작용과 내적단서를 제시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간주

하여 각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각 1.44, 1.41, 

1.53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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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

에 따른 시각단서 제공유형이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는 조작

형 상호작용 요소 수를 기준으로 높은 상호작용 정도는 3가지 

조작요소, 낮은 상호작용 정도로는 1가지 조작요소로 구분하

였으며 시각단서 제공유형은 외적 시각단서와 내적 시각단서

로 구분하였다. 인지부하는 내재적, 외재적, 본유적 인지부하

로 구분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내재적 인지부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재적 인지부하(F(3, 56)=8.51, 

p<.001)와 본유적 인지부하(F(3, 56)=8.02, p<.001)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내재적 인지부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학습내용이 개념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

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에 따라 학습과제 

요소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학습자료 내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내적 시각단서가 

학습자의 외재적 인지부하와 본유적 인지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와 시각단서 제공유형별 외재적 인지부하와 본유적 인지

부하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높은 상호작용과 내적 

시각단서를 제시한 집단이 높은 상호작용과 외적 시각단서를 

제시한 집단, 낮은 상호작용과 내적 시각단서를 제시한 집단, 

낮은 상호작용과 외적 시각단서를 제시한 집단보다 외재적 

인지부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 요소의 수가 많을 

경우 학습 객체 내에서의 색 대비 등의 표시 방식이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외재적 인지부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높은 상호작용 수의 학습 객체에 대한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설계 시에는 외적 시각단서의 활용을 통해 학습

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에 집중하여 외재적 인지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유적 인지부하 발생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와 상관없이 외적 시각단서를 

사용할 때 더 높은 본유적 인지부하를 나타냈다. 이는 외적 

시각단서 활용 시에 외적 시각단서가 객체와 관련된 학습내

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학습자의 높은 인지처리를 가

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38]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설계 시에는 외적 시각단서

를 활용하는 것이 본유적 인지부하를 높이는 것에 효과적이

나 상호작용 요소의 수에 따라 외재적 인지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학습 자료 설계가 필요함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인터랙티브 3D 학습자료의 상호작용 정도를 상호작용 

요소 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나누어 설계하였다. 하지만 

상호작용 정도는 학습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효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부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였

으며 이는 학습 과정 중 어떤 부분이 인지부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

지부하의 반복측정이나 뇌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과

정 중에 발생하는 인지부하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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