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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Bandura의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을 교육에 적용하여, 동영상 학습 후에 비구조적인 

텍스트를 사용한 노트 정리, 이미지와 비구조적인 텍스트를 사용한 노트 정리, 그리고 이미지와 절차적인 지식을 포

함하는 텍스트를 사용한 노트 정리 방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관찰학습의 과정 중 하나인 기억 단계의 강화 방안에 대

해 실험하였다. 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dobe Photoshop CS4 동영상 강의자료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이해력 평

가에서는 이미지와 비구조적 텍스트 또는 이미지와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노트 정리에 활용했을 때 높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실습 평가에서는 이미지와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활용했을 때 성과가 높았다. 이는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Paivio의 이중부호 이론(Dual-coding theory)을 학습 과정의 기억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학습 시스템에 본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want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enhancing 
retention to take a review note using only unstructured text, image with unstructured text, 
and image with procedural text after watching video lecture through the theory of 
observational learning according to Albert Bandura. Eighty two trainees join to the experiment 
session, and video materials about Adobe Photoshop CS4 use for learning materials in the 
session. The result of experiment shows high learning outcome when they take a note using 
image with unstructured text or image with procedural text in the comprehension test session.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high learning outcome when trainees take a note using image 
with procedural text in the skill compilation test session. These imply that Paivio’s 
Dual-coding theory can be applied to the retention enhancement in the observational learning 
process. This research can be extended to apply into the e-Learning system for improving 
learners’ scholastic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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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매

체를 활용한 학습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학습 서비스에서 

연구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학습자가 몰입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1]. 그러나 정부에서 실시한 이러닝 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러닝 이용 시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과 비용절감에

서 편익 효과는 있지만 오프라인 대비 학업성취도는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되어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

본 논문에서는 교육 심리학 측면에서 연구되었던 이론인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을 교수학습모형에 적용

하여, 학습 활동 모형에서 관찰학습의 과정 중 하나인 학습

자의 기억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학습자가 관찰을 한 후에 단순한 비구

조적 텍스트를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모델이다. 둘

째는 이중부호 이론(Dual-coding Theory)에 따라 학습자가 

시각적인 부호와 언어적인 부호를 동시에 처리했을 때의 효

과를 보기 위해, Microsoft Onenote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화면 캡쳐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 정리 시 그림을 텍스

트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절차적인 학습 내용의 경우, 절차적인 내용을 텍스트

로 정리한 후 이를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후 그룹에 따라 제시한 학습 모델을 실험하여, 학습자의 기

억 강화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모델 간의 학습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 82

명을 대상으로 Adobe Photoshop CS4 프로그램에 대한 동

영상 강의를 제공한 후 그룹 간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2. 관련 연구

2.1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관찰학습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 

모형을 관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관찰학습은 주의 과정(Attentional process), 기억 과정

(Retentional process), 수행 과정(Motor reproduction 

process), 그리고 동기화 과정(Motivational process)의 네 

단계에 걸쳐서 발생한다. 주의 과정은 관찰학습의 인지적 관

점으로, 학습자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기억 과정은 학습자가 학습된 모델

을 부호화(Symbolic coding)하여 기억 속에 저장하는 단계

이다. 이 후에 학습자는 기억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물리

적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수행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모델을 따라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의 단계를 따른다[3].

2.2 이중부호 이론(Dual-coding Theory)과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Theory of Multimedia Learning)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단기적인 기억이다[4]. 

Baddeley의 작업기억 모델에 따르면, 작업 기억은 중앙 실

행기(Central executive)를 중심으로 음운고리(Phonological 

loop)와 시공간 잡기장(Visio-spatial sketchpad)으로 구성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작업기억 내에서는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과 시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이 구별되

어 있다는 것이다[5,6]. 

한편, Paivio는 시각적인 정보와 언어적인 정보를 함께 

학습할 경우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는 이중부호 이론을 제시

하였다. 이는 Baddeley의 작업 기억 모델에서와 같이 이미

지에 대한 기억 부호와 언어에 대한 기억 부호는 독립적이

며, 동시에 첨가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7]. 이 

현상을 응용하여, 학습자가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함

께 학습할 경우 기억하기에 수월하므로, 두 가지 정보를 학

습 자원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이 교육

심리학에서 제시되었다[8].

2.3 노트 정리(Note-taking)와 절차적 지식

노트 정리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9]. 노트를 분류하는 방법

에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Makany et al.은 줄글 형태의 선

형적 노트(Linear note-taking)과 이미지와 개념 맵 등의 

형태를 사용하는 비선형적 노트(Nonlinear note-taking)으

로 분류하였으며, 비선형적 노트의 경우 이해력

(Comprehension)과 메타 인지력(Metacognition)에서 선형

적 노트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10].

한편, 지식은 흔히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로 분류되며, 개념에 

대한 서술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선언적 지식에 비해 절차적 

지식은 과업(Task)의 순서와 같은 지식을 의미한다[11]. 절

차적 지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Guthrie et al.은 개념적으

로 행동에 대해 나열하거나, 절차에 대해 부호화하거나, 내

적 피드백 및 자기수정(Self-correction) 등의 방법을 정리

하였다[12].

3. 실험 설계 및 결과

실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82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Photoshop과 Onenote가 설치된 

PC 실습실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실험 대상을 다음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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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름 그룹 설명 인원 (명)

대조군
동영상을 본 후 별도의 정리 활동 없이 
진행

24

텍스트 그룹
동영상을 본 후 Onenote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유롭게 텍스트 형태로 정리

20

텍스트
+

이미지 그룹

동영상을 본 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Photoshop 화면을 캡쳐한 후 이미지 
주변에 자유롭게 텍스트 형태로 정리

19

절차부호화
+

이미지 그룹

동영상을 본 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Photoshop 화면을 캡쳐한 후 동영상 
강의를 회상하며 절차적 지식을 절차적 
텍스트 형태로 정리

19

표 1 실험 그룹 설계

대조군 텍스트 그룹
텍스트

+
이미지 그룹

절차부호화
+

이미지 그룹

이해력 시험 67.92 68.5 79.47 72.1

실습 시험 60.94 65.13 68.68 76.71

표 2 학습 성과 측정 결과의 그룹별 평균값

같이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그룹에 피실험자를 무작위적으로 

배치하였다. 피실험자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나이, 성별, 대학(원) 재학기간, 

디자인 도구 경험에 대해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실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실험자에게 실험

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피실험자의 학습 전 상태를 측정

하고 실험 그룹이 균등하게 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이후에 10~15분 정도의 Photoshop 강

의 동영상 세 편을 피실험자에게 빔 프로젝터를 통해 제공

하였으며, 피실험자는 동영상이 재생될 동안 동영상 내의 강

사를 관찰하도록 하였다. 매 동영상이 끝난 다음에는 각 그

룹별로 제시된 역할을 10분간 수행하였다. 모든 학습과 역할

이 끝난 다음, 대조군을 제외한 피실험자 그룹은 5분의 시간

동안 정리한 내용을 회상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

습 내용을 얼마나 숙지했는지 측정하기 위해 객관식 10문항

으로 구성된 이해력 시험과 1문항으로 구성된 Photoshop 실

습 시험을 통해 학습 성과를 측정하였다.

관찰학습을 실시한 후 실시한 학습 성과 측정 결과의 그

룹별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결과값은 이해력 시험의 경우 

문항 당 배점을 10점으로 하여 합계를 100%로 환산하였으

며, 실습 시험은 문제 출제자가 요구한 다섯 가지 영역(이미

지 레이어 삽입, 텍스트 레이어 삽입 및 편집, 이미지 그림

자 처리, 시간 내 완수, 레이어 배치의 심미성)에 대해 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100%로 환산하였다. 이해력 시험과 실습 

시험 모두 대조군에 비해 세 실험군의 성적이 높았다. 이해

력 시험에서는 비구조적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를 사용한 그

룹과 절차지식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이미지와 함께 사용한 

그룹의 성적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좀 더 높았다. 반면, 실

습 시험에서는 비구조적 텍스트만을 사용한 그룹과 비구조

적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를 사용한 그룹의 차이가 크지 않

았고, 절차지식을 포함하는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를 사용한 

그룹의 성적이 좀 더 높게 관측되었다. 그룹 간 차이가 유의

한 지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이해력 시험에서는 대조군과 텍스트+이미지 그룹

(p=0.025), 텍스트 그룹과 텍스트+이미지 그룹(p=0.023)의 

차이가 각각 유의했으며, 실습 시험에서는 대조군과 절차부

호화+이미지 그룹(p=0.039)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습 활동에서 기억 강화를 위해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 점을 보였다. 즉, Paivio의 이중부호 이론을 관찰학

습의 기억 증진 도구로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는, 이미지와 비정형화된 텍스트를 같이 사용하여 노트를 정

리하였을 때에는 개념을 이해하는 시험에서 좀 더 성과를 

보였고, 이미지와 절차적 지식을 정리한 텍스트를 사용하여 

노트를 정리하였을 때에는 실습 과정에서 좀 더 효과가 있

었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관찰학습 과정에서 기억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지식을 서술하는 방식을 적용한 연구로서 인지과

학, 교육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향후 과제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하였을 때 기억 증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 후 기간을 두어 기

억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본 학

습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이러닝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프

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의 기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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