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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1*
1공주대학교 그린에너지기술연구소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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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습 환경의 실내 온도와 학습재료 색채와의 조합이 학습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활동 적정온도(22.5~24℃)를 중심으로(중립 실내 온도 조건), 그 이상인 조건(고온 실내 
온도 조건), 그리고 그 이하인 조건(저온 실내 온도 조건)으로 각각 실내 온도 조건을 구분하였으며, 난색계열인 빨간
색과 한색계열인 파란색, 그리고 중성인 검은색과 연두색으로 각각 색채 조건을 구분하였다. 학습과 관련된 과제로는 
음운 작업기억 과제를 사용하여 집단 간 실내 온도 조건에 따른 색채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과제의 반응시간에서는 각 독립변수들에 의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정확률에서는 색채 조건 중 빨간색과 
검은색 조건에서 보다 정확한 수행이 나타났다. 이는 빨간색이 가진 현저성과 색채 온도감 및 검정색이 가진 친숙성
과 다른 색에 비해 유일하게 현저성을 가지지 않는 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mbination of the indoor temperature on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the colors of the learning materials affect the learning performance. To do this, the condition of indoor 
temperature was divided into three conditions: the neutral condition which is the appropriate temperature 
condition of the learning activities (22.5~24℃), the high-temperature condition (>24℃), and the low-temperature 
condition (<22.5℃). In addition, colors of red, blue, black, and green were used as the warm, cold, and neutral 
colors, and the verbal-working memory task was used as the learning task. As a result, it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ponse time of the learning task, whereas, in the accuracy rate of the learning task, the 
performance was more accurate in red- and black-color conditions. These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aliency and color-temperature of the red color, and the familiarity and specificity of the blac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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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나날이 고조되는 교육열에 따라 학습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학습 환경이란 학

습활동이 행해지는 곳으로,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를 습
득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물리적, 심리적 영향
을 주는 모든 외부적 요인을 의미한다[1]. 이러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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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2]. 이에 따라 학습효
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학습 환경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Pepler는 미국 오래건 주의 포틀랜드 근처에 있는 학
교들 중에서 냉ㆍ난방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과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에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학업적 주의 
분산이 더 큼을 보여주었다[3]. 이는 온도와 학습 간의 상
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욱에 따르면 학습
활동을 위한 적정온도는 22.5~24℃일 때로 학습자들이 
가장 쾌적감을 보이는 온도범위이며, 이와 더불어 적정온
도보다 실내온도가 1℃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능
력은 약 7%씩 감소하고, 실내온도가 28℃가 넘게 되면 
온열적 불쾌감을 일으켜 학습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것으로 보았다[4]. 

이러한 물리적 온도 이외에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다른 요인은 학습재료가 갖게 되는 색채
이다. 김정희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인간의 지각과
정을 거쳐 심리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을 때 그것을 색
채라고 정의하였다[5]. 이 때, 우리가 물체로부터 느끼는 
색은 어떤 파장이 어떤 비율로 반사되는가에 의해 결정
되며, 색을 본다는 것은 반사된 빛의 색 파장을 느끼는 
것이다[6]. 색채는 단순히 색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
된 다양한 지식체계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예를 들
면, 빨간색은 정열, 흥분, 분노, 열, 더위 등을, 그리고 파
란색은 차가움, 추위, 냉혹 등의 지식체계를 활성화시킨
다[7]. 이와 같은 지식체계의 활성화는 감각체계에 영향
을 미쳐 색채의 지각만으로도 인간이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는데[8], 이는 색채 지각과 관련된 신체적 반응의 결과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은 교감신
경계에, 파란색은 부교감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파란
색과 녹색은 피부전도도의 하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체열에서는 빨간색을 통해 약 0.23℃의 체열 상승을 유발
하는 반면, 파란색은 0.34℃의 체열 하강을 유발한다[9]. 

김태명은 이러한 색채를 통해 유발되는 신체반응들이 
학습효과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색채 선호도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0]. 그 결과, 한색(청록, 남색, 파랑)과 무채색(검정, 회
색, 하양)이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파장에 의한 색채만
으로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
시되었는데, 김철민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화면에
서 제시되는 어떤 한 가지의 특정 색채만으로 기억에 유
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학습활동에 적정한 실
내 온도가 존재하며, 색채지각으로 인해 온도감이 유발될 
수 있다. 다만 색채와 학습의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실내 온도와 
학습[3~4], 색채와 온도감[8~9], 색채와 학습[10~11]과 같
이 개별적 관계만을 보았다는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학습재료의 색채를 통해서 색채와 학습의 관계를 재검토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기술하면, 첫째 
학습재료의 색채가 학습자의 학습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습재료의 색채가 갖는 
색채 온도감이 실내 온도와 서로 유사한 방향성으로 상
호작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난색계열 색채를 가진 학습
재료의 경우 중립온도 이상의 고온 조건일 때 더 높은 학
습수행을 유발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반대방향 또는 서로 
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내 온도
는 최욱의 연구를 토대로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일단 학습활동에 적정한 실내 온도인 22.5~24℃를 중립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온도를 고온, 그리고 낮
은 온도를 저온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창원 등이 사용한 음운작업기억 과제
를 학습과제로 사용하였다[12]. 이 과제를 사용한 이유는 
학습이 인지적 처리과정을 요구하듯이, 음운 작업기억 과
제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인지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학습 측정의 타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 이 
과제는 Baddeley가 제안한 작업기억 모형에 기반하였고,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활용되고 있
다[13]. 마지막으로 학습재료의 색채로는 김문주의 연구
를 토대로 온도감을 지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색채, 즉 빨
간색과 파란색과 더불어 온도감이 지각되지 않는 중성적 
색채인 검정색과 연두색을 사용하였다[8].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5명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이들은 모두 화면에 제시되는 자극을 지각하는 
데 이상이 없는 정상 혹은 교정 시력을 가졌으며, 남성은 
12명이고, 여성은 13명이었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2.33
세(SD=2.64)였으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22.23세
(SD=1.74)였다. 

2.2 자극 및 도구

학습과제로 서창원 등[12]이 사용한 음운 작업기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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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되었다. 이 과제는 2음절로 된 4개의 단어가 화
면 중앙에 제시되고(기억목록), 이후에 화면 중앙에 1개
의 단어가 제시되면(검사항목) 이 단어가 이전 기억목록
에 제시된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각각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 중 1번 키(Yes 반응)와 2번 키(No 반응)를 
누르도록 고안된 과제이다.  

모든 실험자극은 Psychological Software Tools에서 제
작된 E-Prime(ver.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024×768 
해상도로 17인치 CRT 모니터에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
자와 모니터까지의 거리는 70cm를 유지하였으며, 각 자
극은 회색(RGB: 128×128×128) 바탕에 제시되었다. 이 
때, 자극의 색채는 빨간색(RGB: 255×0×0), 파란색(RGB: 
0×0×255), 연두색(RGB: 0×255×0), 그리고 검정색(RGB: 
0×0×0)이었다. 또한 기억목록에 제시된 자극은 2.05°× 
6.14°의 시각도로, 검사항목에 제시된 자극은 2.05°×1.23°
의 시각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어 사이의 시각도는 
0.82°×2.05°로 구성되었다. 과제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현대 국어 사용빈도 조사의 
명사 가운데 빈도 100이상의 2음절 단어들로서, 중복되
지 않게 총 432개가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단어들은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그리고 검정색 각각 108개씩 구
분되었다. 한 시행의 기억목록에는 4개의 색이 모두 포함
되며, 검사항목의 단어는 4개 중 1개의 색이 사용되었다. 
기억목록 내 단어의 배열은 무선화 하였다.

2.3 연구절차

실험은 고온, 중립, 저온 세 가지 집단 간 조건에서 시
행되었다. 고온 조건은 학습활동의 적정 온도 범위 중 최
대값인 24℃이상이며, 저온 조건은 학습활동의 적정 온
도 범위 중 최소값은 22.5℃이하였다. 그리고 중립 조건
은 학습활동의 적정 온도 범위인 22.5~24℃였다. 모든 실
험 참가자들은 각 온도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의 적응 대기시간을 거쳤다. 그 후 실험 참가자는 음
운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고정점(+기
호)이 1,000ms 동안 제시되고 나서 4개의 색채 단어가 제
시되는 기억목록이 1,000ms 동안 제시된다. 그런 다음 
1,000ms 동안 고정점이 다시 제시되고 나서 검사항목이 
2,000ms 동안 제시된다(Fig. 1). 

이 때, 실험 참가자는 검사항목이 기억목록에 포함되
어 있으면 1번 키를 누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2번 
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이와 같은 시행을 참가자들마
다 총 96번 진행하며, 그 중 48시행은 기억목록 이후에 
제시되는 검사항목이 기억목록에 포함된 경우이며, 나머
지 48시행은 검사항목이 기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다. 또한 검사항목이 기억목록에 포함된 경우 중에서 

기억목록의 색채와 검사항목의 색채가 일치하는 시행이 
24시행이었으며, 불일치하는 시행이 24시행이었다. 이와 
더불어 실험조건과 상관없이, 제시된 단어를 보고 고정점
을 응시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 암송(속으로 되
뇌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중에 ‘가나다라’를 반복해
서 소리내어 말하도록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시하였다.

[Fig. 1] The example of experimental procedure (Korean 

words is presented in English; e.g. Method, Start, 

Face, Economy)

3. 온도/색채 조건에 따른 학습수행 

결과 

학습 환경의 실내 온도 조건과 학습재료의 색채 온도
감이 학습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 중 피험자간 변수로 학습환경의 실내 온도 조건(고
온, 중립, 저온)을, 피험자내 변수로 학습 재료의 색채 조
건(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연두색)을 투입하였으며, 종
속변수로는 음운 작업기억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반응시
간과 정확률을 사용하여 각각 3×4 혼합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14]. 이 때, 투입된 분석 자료는 검사항목이 기억
목록에 포함되는 조건의 자료만 사용되었다.

3.1 실내 온도 및 색채 조건에 따른 학습과제 

반응시간의 결과

실내 온도 조건과 색채 조건에 따른 학습과제 반응시
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반응시간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실내 온도 조건과 색채 
조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 조건의 주효과와 
색채 조건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3

68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ction times(ms) for 

temperature and color conditions (N=25)

Temperature &

Color Condition
Red Blue Green Black

High
M 885.86 890.42 904.44 919.59

SD 189.00 267.51 211.91 220.71

Neutral
M 729.39 736.45 764.82 772.89

SD 155.93 171.09 218.99 190.75

Low
M 778.81 821.61 846.14 791.31

SD 94.28 92.16 123.59 105.23

note. ms= milliseconds,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results of ANOVA (response time)

Source SS df MS F 

Color 22,473.49 3 7,491.17 0.76 .03

Color

×Temperature
18,095.65 6 3,015.94 0.31 .03

Error (Color) 652,751.64 66 9,890.18

Temperature 362,025.89 2 181,012.94 1.93 .17

Error

(Temperature)
2,068,900.49 22 94,040.93

3.2 실내 온도 및 색채 조건에 따른 학습과제 

정확률의 결과

실내 온도 조건과 색채 조건에 따른 학습과제 정확률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확률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3
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실내 온도 조건과 색채 조건의 
상호작용 및 실내 온도 조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러나 실내 온도 
조건의 주효과의 경우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에 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학습활동의 적정온도 범위 
이상인 고온 실내 온도 조건에서의 학습과제의 정확성이 
다른 실내 온도 조건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색채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이에 따라 다중 비교 방식 중 Bonferroni 방식
을 통해 색채 조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빨간색인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이 파란색인 학습재료
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더불어, 검정색인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
확률은 파란색과 연두색인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rate for 

temperature and color conditions (N=25)

Temperature &

Color Condition
Red Blue Green Black

High
M 0.78 0.73 0.76 0.82

SD 0.14 0.06 0.11 0.07

Neutral
M 0.75 0.58 0.55 0.67

SD 0.22 0.21 0.17 0.15

Low
M 0.65 0.55 0.65 0.71

SD 0.12 0.14 0.13 0.19

note. accuracy rate is not percent, but rate (e.g. 1.00 

means full rate, 1.00 is similar 100 in percent),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The results of ANOVA (accuracy rate)

Source SS df MS F  post-hoc
1

Color 0.212 3 0.071 6.20
***

.22
a, d > b

d > c

Color

×Temperature
0.114 6 0.019 1.67 .13

Error(Color) 0.752 66 0.011

Temperature 0.394 2 0.197 3.44 .24

Error

(Temperature)
1.263 22 0.057

***p<.001
1Bonferroni method - a: red, b: blue, c: green, d: black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습 환경의 실내 온도와 학습재료의 색채 
조합이 학습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습활동의 적정 온도 범위에 해당되는 22.5~24℃
의 온도를 중립 실내 온도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 보다 
높은 온도를 고온 실내 온도 조건(24℃ 이상), 그리고 이 
보다 낮은 온도를 저온 실내 온도 조건(22.5℃ 이하)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색채가 가지고 
있는 온도감을 고려하여 난색계열의 빨간색과 한색계열
의 파란색, 그리고 중립적인 검은색과 연두색을 각각 학
습재료의 색채 조건으로 활용하여 집단 및 색채 조건 간
의 학습과제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색채 
조건에 있어서는 난색계열인 빨간색의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이 한색계열인 파란색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중립 조건인 검은색의 학습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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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기억 정확률이 연두색과 파란색에 비해 더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
와 관련하여 색채 온도감과 실내 온도의 상호작용보다는 
단순히 실내 온도 조건의 경우, 고온 실내 온도 조건에서
의 학습과제의 재인 기억 정확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응시간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더 정확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인 반응시간과 정확률의 교환현상(trade-off effect)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색채에 따른 결과는 현저성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현저성이란 색채의 성질이 강하
여 시각을 자극하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학습을 위
해 사용하는 많은 콘텐츠나 학습 내용에서 학습자의 주
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된다. 고명
도, 고채도의 따뜻한 느낌이 나는 색일수록 현저성이 높
은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그 대표적인 색이라 할 수 있다
[15].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빨간색의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이 파란색의 학습재료에 대한 재
인 기억 정확률보다 더 높다는 결과는 이러한 색채의 현
저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색채를 통해 유발되는 온도감과 실제 온도의 방
향성이 일치함으로 인해서 학습재료의 색채에 대한 더 
나은 수행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본 
연구를 통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난색계열인 빨간색은 온도감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온도가 학습활동의 적정 온도에 비해 높은 
실내 온도 조건에서 서로 일치됨으로 더 잘 기억될 수 있
다. 이는 학습재료의 색채가 하나의 인출 단서로서의 역
할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 환경의 온도와 색채의 온도감
의 맥락이 서로 유사한 일종의 맥락효과로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16]. 그러나 온도 조건의 기준이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시된 온도가 
실제로는 실험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
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형태의 연구를 통
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빨간색과는 다르게 현저성이 낮다고 알려진 검
정색의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이 높은 이유 
역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검정색은 
일반적으로 학습 시에 접하는 단어의 주요 색채로서 학
습 환경에서 우리에게 친숙성이 매우 높은 색채이기 때
문에 다른 색채의 학습재료에 비해 재인 기억 정확률이 
높았을 수 있다. 친숙한 과제가 제시될 때, 그 과제에 대
한 수행이 향상된다는 연구[17], 또는 학습 시 부가적으
로 제시되는 배경음악의 친숙성이 학습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18]의 결과를 고려할 때, 검정색의 학

습재료의 친숙성으로 인한 높은 수행 정확률에 대한 해
석은 타당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역전된 현저성으로 인해 검정색의 
학습재료에 대한 재인 기억 정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역전된 현저성이란, 현저성이 가장 
낮은 특성이 오히려 현저성이 높은 여러 특성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과제를 
살펴보면, 한 번의 시행에서 4개의 학습단어가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지고 제시되는데 검정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채
가 배경색인 회색에 대비하여 두드러진 현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현저성이 낮은 검정색으로 학습자의 주
의가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제를 활용하여 현저성을 살펴본 연구
[19]에서는 4개의 학습단어 중 하나의 단어에만 현저성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역전된 현
저성이 이와같은 과제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
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의 적정 온도 범위보다 고온인 실
내 온도 조건에서 오히려 학습수행의 정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 유
의미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에 
기초한 효과크기를 감안할 때에는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내 온도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학습활동의 적정 온도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학습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불
쾌한 환경의 실내 온도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쾌적한 학습 환경이 학습 수행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
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 수행
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 김보성과 김진호의 연구[2]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학습재료가 갖는 색채의 변화는 
학습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더 나
은 학습수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저성
이 높을수록 현저성이 높은 대상과 관련된 수행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들[15, 19]의 결과를 뒷받침할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현저성이 떨어짐에 따라 주의가 
집중되는 역전된 현상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친숙성 
정도에 의해서도 수행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17~18]는 
추가적인 의의를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위치한 학습 환경의 실내 온도의 변화 
역시 학습자의 학습수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환경의 구성에 있어 일반적으
로 가지고 있는 기대에 반하는 결과들을 제시한 연구들
을 지지하는 것으로[2, 20~21], 쾌/불쾌의 정서적 차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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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히려 각성/이완의 정서적 차원이 학습자에게 있
어서 이들의 학습수행 향상을 위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점은 연구에 사용된 색채가 학습자 개개인에게 있어 얼
마만큼의 친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학습과
정에서 느낀 실제적인 쾌/불쾌, 각성/이완의 정서적 차원
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한 색채가 배경에 대비되어 인식되는 
대비효과가 적절하게 통제된 결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
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
을 보완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명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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