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용어의 정리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나. 성찰
	다. 스캐폴딩


	II. 이론적 배경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가. 협력적 문제해결의 개념 및 특징
	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과 협력 과정 지원 방안

	2. 성찰의 개념과 특징
	가. 성찰의 개념
	나. 성찰의 분류와 절차
	다. 성찰의 요건

	3.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가. 스캐폴딩의 개념 및 특징
	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스캐폴딩
	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I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2. 연구 참여자
	3. 온라인 학습 환경
	4. 연구 도구
	가. 내적 타당화 도구
	나. 수업 적용 도구
	다. 학습자 반응 검사 도구

	5. 자료 분석

	IV. 연구 결과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의 초기 설계원리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3.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나. 성찰 활동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다. 개별 성찰 스캐폴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4.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의 최종 설계원리
	가. 학습자 반응 검사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사항
	나. 학습자 반응을 반영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의 최종 설계원리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집단 성찰의 효과
	나. 집단 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성찰 스캐폴딩 적용의 난점

	2. 결론
	3.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6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리 7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7
    나. 성찰 7
    다. 스캐폴딩 8
II. 이론적 배경 9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9
    가. 협력적 문제해결의 개념 및 특징 9
    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과 협력 과정 지원 방안 12
  2. 성찰의 개념과 특징 17
    가. 성찰의 개념 17
    나. 성찰의 분류와 절차 19
    다. 성찰의 요건 25
  3.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29
    가. 스캐폴딩의 개념 및 특징 29
    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스캐폴딩 31
    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33
III. 연구방법 38
  1. 연구 절차 38
  2. 연구 참여자 41
  3. 온라인 학습 환경 42
  4. 연구 도구 45
    가. 내적 타당화 도구 45
    나. 수업 적용 도구 46
    다. 학습자 반응 검사 도구 52
  5. 자료 분석 53
IV. 연구 결과 55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의 초기 설계원리 55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60
  3.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68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68
    나. 성찰 활동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74
    다. 개별 성찰 스캐폴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81
  4.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의 최종 설계원리 89
    가. 학습자 반응 검사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사항 89
    나. 학습자 반응을 반영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성찰 스캐폴딩의 최종 설계원리 92
V. 논의 및 결론 98
  1. 논의 98
    가. 집단 성찰의 효과 98
    나. 집단 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다. 성찰 스캐폴딩 적용의 난점 102
  2. 결론 103
  3. 시사점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09
부록 125
Abstract 13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