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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적 패러다임은 교수자 중심의 내용 전달

에서 학습자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교수설계의 의미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학습자 참여 . 

중심의 교수 학습방법 중의 하나인 온라인 토론활동은 학습자들의 -

사회적 상호작용과 성찰활동을 지원하여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는 

비동시적인 온라인 토론 참여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성찰
하고 조절하기 위한 교수 학습 처방적 정보를 동시적으로 얻기 어-

렵다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상호작용의 .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분석 기반의 대시보드

는 학습자가 온라인 토론에 어떻(Learning Analytics Dashboard)

게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동시에 학습자가 스스로 토론 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 준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성찰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적 변화가 요구

된다 교수자는 촉진자로서 역할 변화를 통한 적절한 개입과 대시보. 
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

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두 차례의 전문가 , 

타당화를 거쳐 온라인 토론활동에 적용하여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
응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 . , 

토론 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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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째 온라인 토론 활동에서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 , 
수관리전략의 내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셋째 온라인 토론 활동에서? , 

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의 외적 타당성은 어떠

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개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

여 크게 세 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쳐 교수관리전략을 개발하였다. 
먼저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대시보드 활용과 자기 성찰 과정에 대, 

한 선행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초기 교수관리전략을 개발하였

다 다음으로 초기 교수관리전략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 , 

전문가 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문가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고 6

와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교수전략을 수정 보완하였다CVI IRA · . 
마지막으로 교수전략을 온라인 토론활동에 적용한 후 학습자와 교, 

수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외적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교수관리전략이 적용된 토론활동에 대해 학습자는 토론과

정에 교수자의 적시적인 피드백을 통해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참
여도와 상호작용 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좋은 학

습경험이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공했음. 

에도 불구하고 대시보드 활용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대시보드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학습과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

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수자는 본 교수전략은 학습자들에게 토론과정에 대시보드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

론 참여도와 상호작용 정도가 모두 향상되었음을 강점으로 언급하였

다 반면 교수자는 개별적으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 , 

교수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습자와 교수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종 수정된 교수전략은 성찰을 위한 학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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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토론 활동 중 성찰 토론활동에 대한 성‘ ’, ‘ ’, ‘
찰 개의 성찰 절차에 따라 개발 되었으며 토론 활동 전 중 후 ’ 4 , , , 

단계에 따라 총 개의 일반 교수전략 아래 총 가지의 상세 지침8 20

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수관리전략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고 후속 연구로 개발된 교수관리전략의 효과성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는 연구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수관리전, 

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토론 내용 분석을 통한 토론의 질적 개선, 

을 위한 대시보드 활용 교수 전략에 대한 연구 인공지능 기반 교수, 

자 피드백 체계 구축을 위한 교수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지원 

교수관리전략을 개발하였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교수관리. 

전략들은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교수자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초, 

로 반복적인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교수자가 활용 가능한 구체적

인 지침과 예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대시보드 교수관리전략 자기 성찰 온라인 토론활동: , , , 
학  번 : 2017-2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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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 
육적 패러다임은 교수자 중심의 내용 전달에서 학습자 참여와 활동 중심
으로 전환되면서 교수설계의 의미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Jonassen, 1999) 
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임철일 외( , 2017, Reigeluth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 환경은 물리적인 Carr-Chellman, 2009).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으로 확장되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 
습자 중심 교육적 패러다임은 학습자간 학습자 교수자간 학습자 콘텐츠, - , -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토론활동은 학습자 간의 상(Moore, 1989) 
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Rohfeld & Hiemstra, 1995).

온라인 학습환경은 시공간적 제약은 줄어들었으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된 환경에서 동시적인 교수 학습 처방이 어렵게 되었다 성은모 진성- ( , 
희 유미나 면대면 토론 활동에서 학습자는 자신과 , , 2016; Moore, 1972). 
동료학습자들의 학습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자신의 참여 상황을 수시로 조
절하면서 토론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   
교수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의 경우 게시글 작성이나 타인의 
글에 답글을 다는 학습행동을 관찰하여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습자들의 토론내용이 토론주제와 적합한지는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의 게
시글을 모두 읽어보지 않으면 학습상황 정보를 한눈에 인식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즉 비동시적인 온라인 토론활동은 물리적인 장소와 정해진 시간. 
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면대면 토론활동과 다르게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토론활동 참여 시간과 참여 양을 조절해야 하고 자신의 토론활동 참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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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찰하고 조절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정보
를 실시간으로 얻기 힘들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온라인 토론 ( , , , 2015).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학습자가 온라인 토론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학습자가 스스로 토론 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영환 외( , 2015). 
현재의 교육환경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학습자들이 학습을 진행

할 때 디지털 흔적 로그 데이터 를 많이 남기고 (digital traces)/ (log data)
있다 온라인 학습활동과정에 학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정(UNESCO, 2012). 
서 인지 동기 발달 변화 등의 상태 정보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데이터로 , , , , 
생성되고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학습활동을 파악하고 다
음 활동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나일주 임철일 조영환( , , , 
2015, Jarvela et al., 2015, Mostow et al. 이처럼 근거 기반 학, 2005). 
습향상 테크놀러지 의 (evidence-based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대표적인 방법인 학습분석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학습분석학. 

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누적되는 복잡하고 많은 양의 (Learning Analytics)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하였다(Campbell, 
DeBlois, & Oblinger, 2007; Gašević, Zouaq & Jenzen, 2013; 

학습분석은 이러한 Goldstein & Katz, 2005; Long & Siemens, 2011).  
다양한 학습관련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함으로써 학습과정에 대해 이, , 
해하고 학습환경을 최적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Siemens, 2010; 

학습분석학 은 교육적 Siemens & Gašević, 2012). (Learning Analytics)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여 그 전에 일어난 교수나 학습활동에 대
한 자기 성찰과 같은 메타인지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교수 학습적 처방을 
제공하여 학습 성과를 촉진 시킬 수 있다(Dyckhoff, Zielke, Bültmann, 

학습분석의 결과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Chatti, & Schroeder, 2012).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하며 조영환 외 ( 2015, 

이를 학습분석학 기반 대시보드 또Beinkowski, Feng, & Means, 2012), 
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라고 (learning analytics based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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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이지현 박연정 조일현 조일현 하건희 박연정( , 2016; , , 2014; , , , 
진성희 유미나 학습분석에 기반한 대시보드는 학습자들의 2015; , , 2015). 

학습활동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해줌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조절하여 내적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학
습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 , , 2015, Lockyer &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온라인 토론활동과정에Dawson, 2011). 
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행동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학습자에게 제
공해 줌으로써 온라인 토론 참여도와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영환 (
외 2015). 

그러나 기존의 학습분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실제 행동 데이터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여 학습 증진과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연구 중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나일주 임철일 조영환 데이터 중심의 분석( , , , 2015). 
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같은 정량적 평
가가 어려운 인지적 조절 활동에 유의미하게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온. 
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활동은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대부분 
정량적인 정보를 분석하여 보여주게 된다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 정도. 
를 시각화하여 제공해주지만 그 정보를 학습촉진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즉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 , , , 2015). 
학습 환경에서 거시적인 관리적 역할을 수행해줌으로써 대시보드를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처방안으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
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토 

론활동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학습자의 자기성찰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
적인 교수관리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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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 관점에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문. 
헌 고찰을 통해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학습분석 기반 자기 성찰 교수 전
략을 도출하여 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자기 성찰 교수전략이 포함. 
된 대시보드를 온라인 토론활동에 적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반응을 통해 
교수 전략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한다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전략. 
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온라인 토론 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 

은 무엇인가? 

둘째 라인 토론 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의 , 
내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셋째 라인 토론 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의 , 
외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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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가. 학습분석

학습분석 은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Learning Analytics)
을 예측하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지능적인 데이터 학습자가 생성한 데, 
이터 그리고 분석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분야를 의미한다, 

학습분석은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Siemens, 2010; 2012). 
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들과 그들의 학습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Long & Siemens, 2011).

나. 대시보드

현대 발달된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정보 시각화
가 가능해졌다 (Information Visualization) (Klerkx, Verbert, & Duval 

대시보드 란  컴퓨터 기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 눈2014). (Dashboard)
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 시각화하여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Few, 2006, Few, 2009).  

다. 자기성찰

자기성찰 은 메타인지 요인인 자기조절의 하위영역으로 (Self-Reflection)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 감정 및 행동과정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 
평가하며 자율적으로 학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고차원, 
적인 인지 사고 과정이다(Carver & Scheier, 1998; Grant et.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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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가. 학습분석 개념 및 활용 목적

최근 첨단과학 기술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
다 고등교육분야에서도 교육적 데이터 마이닝.  (Educational Data Mining)
과 함께 학습분석학 아카데믹 분석학(Learning Analytics),  (Academic 

주목 받고 있다 학습분석학은 교Analytics) (Baepler & Murdoch, 2010). 
육적 데이터 마이닝 과 유사한 개념이지(Educational Data Mining: EDM)
만  교육적 데이터 마이닝과는 달리 학습 분석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
터 마이닝 결과를 교수 학습에 처방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학습 결-
과를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조일현 김윤미( , , 

학습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가지로 2013;  Elias, 2011).  3
나누어보면 학습요소분석 및 교수원리분석, ‘ (Learning Component 

추세분석Analysis & Instructional Principle Analysis), ‘ (Trend 
적응화 및 개별화 가 있다Analysis), ‘ (Adaptation & Personalization)’

(Silaghi, Buchmann & Boja, 2017). 
학습분석의 단계는 크게 학습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

포착하고 나타내는 단계 포착한 정(Data capture and representation)’, ‘
보를 처리하여 학습 과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Report)’, 
포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과정‘

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시나리오 상에서 메뉴얼화된 (Predict)’, ‘
또는 자동화된 처리를 하는 과정 학습분석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을 (Act)’, ‘
계속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 가지로 나눌 수 있다(Refine)’  5 (P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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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나일주 임철일 조영환 은 학습분석의 절차를 개념적 수준에서의 , , (2015) ‘
절차 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수준인 운용수준에서의 절차’ ‘ ’
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개념적 수준에서의 절차는 분석 목표의 설. 
정 분석방법 구안 데이터 분석 결과제시의 절차로 구성된다 운용수준의 , , , . 
절차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수준의 상세 절차를 제시한 것
으로 다음의 표 과 같다< -1> .Ⅱ

표 < -1>Ⅱ 학습분석의 운용수준에서의 절차
나일주 임철일 조영환( , , , 2015) 

는 학습분석학의 단계를 학습심리 모형 분석 예측  Jo(2012) ‘ (Learning) ’, ‘ -
모형 처방 모형 가지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Prediction) ’, ‘ (Action) ’ 3

모형을 제시하LAPA(Learning Analytics for Prediction and Action) 
였다 이 모형을 통해 행동 데이터 분석결과로부터 교수설계적 시사점을 . 
체계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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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Ⅱ 모형LAPA(Learning Analytics for Prediction and Action) 
(Jo, 2012)

위의 학습 분석의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정보 수집 정보 ‘ (gathering)’, ‘
처리 정보 제시 의 과정으로 나뉘며 양질의 (processing)’, ‘ (application)’ ,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같은 컴퓨터의 사
용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과 같은 사람도 매우 중요 하게 여긴다 나일주( , 
임철일 조영환 학습분석과 같은 테크놀로지는 학습자의 인지활동, , 2015). 
을 보조해주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메타표, , 
상 도구로서 성찰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기에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이현경 즉 학습분석은 교수나 학습활동에서 자기 성찰( , 2017). 

을 통해 교수자에게는 학습자의 개인별 수행 격차를 확인(Self-reflection)
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온라인 학습활동을 모니(Baneres, 2015) 
터링하고 분석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다(van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분석 결과에 비추Leeuwen etal., 2015). 
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 참여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며(Hickey, 

동료 학습자와 비교하면서 자기 성찰을 진행 할 Quick, & Sh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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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ijon-Neira et al., 2014).

나. 대시보드 개념 및 활용 사례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자 교수자 교육  , , , 
관련자 등의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시
해주는 도구를 대시보드라고 한다 진성희 유미나 즉 학습분석학적 ( , , 2015). 
관점에서의 대시보드 는 교수 학(Learning Analytics Dashboard: LAD) -
습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대시보드는 교. 
수자에게 교수 활동 필요한 성찰적 정보를 제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 
이나 중도 포기의 위험이 있는 학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습자는 대시(Verbert, Duval, kLerkx, Govaerts, & Santos, 2013). 
보드를 통해 자신의 학습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활동 참여에 대한 계획, 
성찰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Dyckhoff, Zielke, Bültmann, Chatti, 
& Schroeder, 2012).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학습분석 정보를 해석하
고 변화하는 과정 은 그림 과 (learning analytics process model) [ II-2]
같다 첫째 인식 (Verbert, Duval, Klerkx, Govaerts & Santos, 2013). ,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데이터 인식이 발생한다 이때 데이터(awareness) . 
는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둘째 성찰, . , (reflection) 
단계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유용한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 . 
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 셋째 통찰 . , 

단계로 학습자가 성찰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에 대답하 (sense-making) 
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마지막은 학습에 영향 을 미치 . (impact)
는 단계이다 목표는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다 이러한 단계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에서 학습자 가 . 4 , 
인식하는 데이터가 학습자의 목표와 관련되며 성찰과 통찰의 과정을 거치
면서 유의미한 시각적 피드백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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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Ⅱ 학습분석 정보 인식 과정 모델
(Verbert et al., 2013)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학습 전반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습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 
행동을 성찰하고 그로부터 스스로 학습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건희 대시보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표를 달( , 2015). 
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의 시각적 제시로 정보는 한 눈, 
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나의 화면에 통합되고 정리되어야 한다(Few, 

대시보드 설계원리가 반영된 다양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의 2006).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퍼듀 대학 의 코스 . (Purdue University)
시그널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제품 수준의 사례로 잘 알(Course Signal) 
려져 있다 퍼듀 대학의 코스 시그널 은 성취가 낮을 것. (Course Signals)
으로 예측되는 학생 현황 정보를 교수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코스 .  
시그널 은 블랙보드 학습 관리 시스템과 연(Course Signal) (BlackBoard) 
동해서 블랙보드 런 에서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데이(Blackboard Learn)
터 마이닝과 예측모델링으로 학습자들의 학업 상의 위험수준을 예측 한다. 
예측결과는 그림 과 같이 교수자 및 학습자의 대시보드에 신호[ -3] LM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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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처럼 빨강 노랑 초록 등 세 단계로 구분해서 학습자의 진도에 맞춰 제, , 
공되며 사전에 교수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위험군에 속한 학습자들에게 발, 
송함으로써 실시간 및 지속적인 개입을 취할 수 있고 예측모델링을 통해 , 
개강 주 안팎의 기간에 개입이 가능하다2 .

그림 [ -3]Ⅱ 퍼듀 대학의 코스 시그널 교수자 좌 및 학습자 우 대시보드( ) ( ) 
출처: https://www.itap.purdue.edu/learning/tools/course-signals.html

노스웨스턴 대학 은 기반의 교수학(Northwestern University) Canvas 
습지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강좌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 
론 게시판의 토론글 자연어 분석을 통해 키워드 정서분석 찬 반 중립 , ( , , 
등 학년 수준에 따른 키워드 분석 등을 제공하고 그림 의 좌측 토), ([ -5] ) Ⅱ
론의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기여도
를 동료들과 비교하거나 가장 인기 있는 토론글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그림 우측 도움을 준다([ -4]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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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Ⅱ 노스웨스턴 대학의 토론 게시판 분석
출처: http://learningapps.northwestern.edu/#/list
 

외 연구에는 협력 학습을 위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Cho (2018) 
개발하였다 학습자 대시 보드 그림 좌측 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 ([ -5] )Ⅱ
생성 된 피드백을 학생에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활동 중 협업 상태를 모니
터링 할 수 있게 하였다 피드백은 그룹 내 의견의 균형 그룹 구. (1) , (2) 
성원의 참여와 상호 작용 논증 요소의 패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 (3) 
다 피드백은 협업 상태의 시각화를 포함하는 사전 결정된 규칙과 공동 논. 
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텍스트 메시지를 적용하여 신호등 
녹색 노란색 및 빨간색 을 사용하여 제공되었다 또한 각 그룹의 학생 대( , ) . 

시 보드에 연결된 교수자 대시 보드 그림 우측 는 모든 그룹의 공동 ([ -5] )Ⅱ
작업 상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교수사가 협업 논증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
시에 적응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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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Ⅱ 협력학습에서의 학습자 좌 및 교수자 우 대시보드( ) ( ) 

2.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자기 성찰 

가. 자기성찰 개념 및 특성  

성찰에 대한 교육적 의의는 년 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다1933 Dewey . 
그는 성찰은 사고과정의 본질로 자신의 기존 지식에 내재된 오류를 발견
하거나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판단하고 통합하는 과정과 활동을 점검하는 
고차원적 인지 사고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찰 (Dewey, 1933). 
활동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Song, Grabowski, 

첫째 새로운 지식과 학습자가 가지고 있Koszalka & Harkness, 2006). , 
는 경험적 지식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조작 수준을 넘어 추상적이고 개념
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전략과 계획을 . , 
수립할 수 있다 셋째 학 습자의 사고와 학습전략들을 이해하도록 촉진함. , 
으로써 고차원적 사고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권성호 는 학습자. (2002)
의 학습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성찰활동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특히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조절 기능과 사고과정을 . , 
개발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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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 2002; Oliver & Mcloughlin, 1999). 
성찰은 성찰 시기에 따라 행동 중 성찰 과 행동‘ (reflection in action)’ ‘

에 대한 성찰 로 구분한다 행동 중 (reflection on action)’ (Sch n, 1987). 'ӧ
성찰 은 현재의 실행 과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의 점검 수정을 하는 ' , 
인지 적 사고과정을 말하며 행동에 대한 성찰 은 실행을 마친 후 미래의 , ' '
실행에 대비하여 과거의 실행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 그 중 행동 중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행동 중 성찰 은 다. .' '
시 세부적으로 행동 중 앎 행동 중 성찰하기' (knowing-in-action)', '

실천 중 성찰하기 로 (reflecting-in-action)', ' (reflecting-in-practice)' 
분류된다 행동 중 앎 은 행동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얻게 (Sch n, 1987). ' 'ӧ
된다는 것으로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실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 
것을 말한다 행동 중 성찰하기 는 무엇인가를 실행하면서 그 행위에 대. ' '
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실천 중 성찰하기 는 실제 현실 상황에서 전문. ' '
가들이 하는 성찰 행위로 전문가 들이 실제 문제 상황에 부딪히고 그 순, , 
간마다 지속적으로 적절한 방안을 판단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한편, Schӧ

이 제시한 시점에 따른 성찰의 유형은 과 n(1983; 1987) Killian
에 의해 행동을 위한 성찰 이 추가Todnem(1991) ' (reflection-for-action)'

되면서 확장되었다 행동을 위한 성찰 이란 행동 준비과정에서 일어나는 . ' '
성찰로 문제 발생 이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성찰하는 , 
것을 말한다 행동의 목적 또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박미화 외 는 학습행동과 학습성( , 2007). Butler(1996)
과는 성찰이라는 연결고리에 의해 이어지는 순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
고 행동으로의 성찰 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reflection to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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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정의

학습을 위한 성찰
(reflection-for-action)
Killian, Todnem(1991)

! 행동 준비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찰로 문제 발생 이전, 
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성찰하는 것

학습 중 성찰
(reflection-in-action)
Sch n(1983; 1987)ӧ

학습 중 앎
(knowing-in-action)

! 행동을 통해 암묵적인 
지식이 형성되는 것

학습 중 성찰하기
(reflecting-in-action)

! 실행속에서 성찰을 통
해 그 행위에 대해 생
각하고 적절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

실천 중 성찰하기
(reflecting-in-practice)

! 실제 문제 상황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방
안을 판단해나가는 것

학습에 대한 성찰
(reflection-on-action)
Sch n(1983; 1987)ӧ

! 실행을 마친 후 미래의 실행에 대비하여 과거의 실행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표 < -2>Ⅱ 성찰 시기에 따른 성찰 유형

과 는 이 제기한 성찰의 절차Coulson Harvey(2013) Sch n(1983, 1987)ӧ
를 기반으로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스캐폴딩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
다 아래 그림 과 같이 성찰의 단계는 먼저 성찰을 위한 학습. [ -6]Ⅱ

의 단계로 본 단계에서는 성찰의 역할과 성찰을 통(Learning to reflect) , 
한 기대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찰적 도구를 소개하며 사전 진
단하는 등의 성찰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고 조성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로 . 
학습을 위한 성찰 단계 에서는 학습을 준비하고 성(Reflection for action)
찰적 스킬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여 학습자의 학습 준비상황에 대해 교수
자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학습 중 성찰. (Refle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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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action)
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학습 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옵셥을 제공하고 실습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부단히 교수자의 형. 
성적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해줘야 한다 마지막 학습에 대한 성찰. 

단계에서는 학습경험과 정서에 대해 브리핑하고 (Reflection on action)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종합할 수 있는 학습자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미래의 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권장하고 교수자는 총괄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림 경험학습을 위한 성찰 스캐폴딩 프레임워크[ -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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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성찰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명확히 하여 의도적으로 변화하려는 과정에 제일 
핵심이 되는 메타인지 요소이다 학습자는 아(Carver & Scheier, 1998). 
래 그림 과 같이 자기조절 사이클을 통해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7]Ⅱ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인 자기규제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피드백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
정에서 자기 통찰과 자기성찰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Grant, Franklin & 
Langford, 2002). 

그림 자기조절 순환 모델에서 자기성찰의 역할 [ -7] Ⅱ
(Grant, Franklin & Langfor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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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효과

자기 성찰은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술
이자 전략 으로 자기 성찰과 성찰적 활동은 학(Coulson & Harvey, 2013)
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전략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비가시(Carey, Harrison & Dwyer. 2017). 
적인 사고능력으로의 성찰 측정과 개발은 용이하지 않아 교육을 지원하기, 
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찰의 (van Woerkom, 2004). 
개념을 단지 사고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하며 가시적인 행동과, 
정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외 를 (van Woerkom, 2004). Andrew (2015)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학습자의 성찰 지원 도구로 대시보드를 활용하였
다 도 시각화 된 대시보드가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 Ferguson(2012)
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스스로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역시 그러한 탐색 과정이 곧 자기 , Duval(2011) 
평가 성찰 반성 격려 등 학습과 관련된 행동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언, , , 
급했고 관련 정보들을 보다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수록 사용자로 , 
하여금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다
(Smaldino, et.al., 2005). 

성찰의 대표적인 행동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
이 가능한 부분을 찾으며 전반전인 학습 진행상황과 학습 목표를 달성 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Wiliamson, 2007). 
용하여 학습 진행상황과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학습 활동 중과 학습활동에 대한 성찰이 적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학습활동 중에 대한 성찰은 온라인 토론학습 참. 
여과정과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적시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된다 학습 활동에 . 
대한 성찰은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추적하고 학습 과정에 비추어 학습 
목표를 재설정하고 학습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학습성과를 
창출하는데 처방적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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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토론활동과 대시보드

가. 온라인 토론활동 개념 및 특성 

현대 교육에서 학습자의 고차적 인지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도
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 
해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온라인 토론활동이란 학습자가 웹 . 
기반 교수매체를 통해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 교수자와 학습자와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 , , 
현 온라인 토론활, 2017; Dillon, 1994; Hara, Bonk, & Angeli, 2000). 
동은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교수 방법 중 하나이다 세기 - . 21
핵심역량 중에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창의력 등이 포함, , ,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론을 통하여 내용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 ,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엄우용 최은희 임정훈( , , 2001; , 1999; 

이와 같은 효과성은 온라인 환경에서 Harnack, Fest, & Jones, 1977), 
극대화될 수 있다 임철일 윤순경 연은경( , , , 2007). 

면대면 토론활동에서는 소수에 의해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학습
자의 수동적 참여가 문제시 되고 있다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기도 하지만 발언 시간의 , 
제한 불평등한 참여 다른 학습자의 의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 ,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박인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시( , 1998). , 
공간을 초월하여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
이 활성화 되고 있다 온라인 토론은 핛브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 
구체적인 자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검토
와 타인의 비평을 수집하고 성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준다 임, (
병노 또한 토론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동시에 다수가 토론할 수 , 2005).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을 수 있으며 면대면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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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김신(
자 외 온라인 토론활동은 학습자간 학습자 교수자간 상호작용을 , 1999). , -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토론
활동을 관리하고 참여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
주고 학습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Hew & Cheung, 
2011). 

온라인 토론활동의 참여도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토론
활동의 효과성을 좌우지 하는 기본 조건이자 중요한 요소이다 조영환 외( , 

김태웅 박인우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온라인학습에 상호2015, , , 2008). 
작용정도는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적인 요소로 밝혀졌다(Care, 1996; De Vries, 1996; 

김현Gunawadena & Anderson,1998; Kearsley, 2000; Stacey, 1999; 
수 외 임정훈 임정훈 나리리 임철일, 1999; , 1998a; , 1998b; , 2015; , 

김희준과 임규연 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학습자1999). (2016)
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온라인 토론에서의 참여도와 작성하게 되는 게
시글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주와 김회수 의 연(2003)
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자기 성찰과 같은 메타인지가 높은 학습자
일수록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성찰 사고 과. 
정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Kovanović et al., 2018.).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동시적 토론활동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재감이 낮아질 수 있고 고립감이 커질 수 , 
있다는 단점도 있다 (Haythornthwaite 온라인 토론활동은  et al., 2000).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학습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습자 개인의 
특성이나 설계 전략 상호작용 촉진 전략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 
학습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토론활동의 장점을 살리면. 
서 제한점을 극복하여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임철일 외 이와 같( , 2007).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면대면 토론과 같은 기존의 학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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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정에 큰 변화를 주기에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전통적 수업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과 능력이 요구되게 된다 임병노 학습자 ( , 2005; Berge, 1995). 
중심의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촉진자-
로서 학습과정을 지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Gunawardena, 

는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을 교수적 역할1992). Berge(1995) , 
사회적 역할 관리적 역할 그리고 기술적 역할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 , 
제시하였다 교수적 역할은 학습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 (pedagogical) 
역할로서 학습자가 토론 과정에 주어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자의 사회적 역할은 토론이 성. (social) 
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적인 , 
인간관계 안에서 학습자가 집단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교수자의 관리적 역할은 주로 온라인 토론에서 그룹별 . (managerial)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기술적. 

역할이란 교수자가 학습자가 토론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소(technical) 
프트웨어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다 온라인 토론과 . 
면대면 토론에서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임병노 연. (2005)
구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역할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온< -3> . Ⅱ
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 중 관리적 역할이 로 가장 높게 차지 43%
하였다 즉 토론 활동을 공지하고 토론 절차를 제시하는 등의 조직적 절. , 
차적 또는 행정적 역할이다 그 다음으로 교수적 역할이 로 두 번째로 . 37%
높게 나왔는데 이는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 목표를 제시하며 학습자 
질문에 대한 답변과 평가등을 진행하는 역할이다 면대면 토론에서 사회적 .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온라인 토론 환경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떨어져있기에 사회적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기술적 . 
역할은 면대면 토론에서 에 불과하였지만 온라인 토론환경에서는 교수1%
자가 토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던지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는 기술적인 역할을 수
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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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온라인 토론 면대면 토론

관리적 역할 43% 5%

교수적 역할 37% 62%

사회적 역할 14% 32%

기술적 역할 6% 1%

표 < -3> Ⅱ 온라인 토론과 면대면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 차이

나.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대시보드 활용 

온라인 토론 활동은 대부분 선형적인 게시판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학
습자 자신의 활동수준이나 동료 학습자간 상호작용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다 유미나 진성희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의 대시보드( , , 2017). 
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도(Ali, Hatala, Gašević, & Jovanović, 2012; 

와 토론참여 정도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Scheuer & Zinn, 2007) ( , , , 2015; 
를 시각De Liddo, Shum, Quinto, Bachler, & Cannavacciuolo, 2011)

화하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참여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토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 , ,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해 수집된 학습2015; Lockyer & Dawson, 2011). 
활동 데이터는 유용한 정보로 전환되어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및 교수
자에게 제공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성찰. , 
평가할 수 있고 동료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비교(Dyckhoff et al., 2012), 
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가질 수도 있다(Janssen, Erkens, Kanselaar, & 
Jaspe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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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활동에 앞서 제시한 학습분석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시각화할 
때 얼마나 많은 토론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에 대한 양적 데이터와 토론‘ ?’ ‘
활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시보드를 통?’
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다(Lambropoulos, Faulkner, & 
Culwin, 2012). 

학습분석학 기반의 온라인 토론활동의 시각적 표상물은 온라인 토론활 
동 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의 전체 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대시보드에 시각적 표상물을 제시한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교수설계 측면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 
함으로써 학습자의 토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연구
자들도 있다 이들 나리리 유미나 진성희 임규연 외. ( , 2015; , , 2018; , 2014; 
조영환 외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진성희 유미나 , 2015; , , , 2015; , 2018; 

은 온라인 토론 피드백의 직관성Lambropoulos et al., 2012; Jin 2017)
을 높이기 위해 참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참여정도 학습자 간의 상호작, 
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연결망 토론내용의 질 향상을 위해 토론내용의 , 
구성 및 연결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다 유미나와 . 
진성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시보(2018)
드를 참여도 대시보드와 상호작용 대시보드로 나누어 사례들을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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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온라인 토론활동에 대한 상호작용 대시보드 사례 [ -9] Ⅱ
유미나 진성희( , , 2018)

그림 온라인 토론활동에 대한 참여도 대시보드 사례 [ -8]  Ⅱ
유미나 진성희(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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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 
수관리전략을 도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 
위해 와 이 제안한 설계 개발 연구Richey Klein(2009) · (design and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계 개발연구는 교수적 또development research) . ·
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혹은 개선, (
된 모형의 생성에 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설계개발 및 평가과정)
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Richey & Klein, 2009). 

설계 개발 연구 방법은 산출물 및 도구 개발 과 모형연구 두가지 유형  · ‘ ’ ‘ ’ 
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모형 연구 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온Type 2 ‘ ’ 
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을 도출하고 
일반화하고자 한다 모형 연구는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및 모형 활용 측. , 
면에 연구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모형뿐만 아니라 설계 원리 설계 전략, , 
설계 지침 등을 개발하고 도출하는데도 활용된다(Richey & Klein, 2009). 
본 연구는 학습분석 관점에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
성찰 교수관리전략을 도출하고 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로서 설계 개발 연구 방법 중에서 모형 개발 연구 및 타당화 연구 두 단계·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모형 개발 연구 는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이루어   ‘ ’
졌고 모형 타당화 연구 는 두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통한 내적 타, ‘ ’
당화와 수업 실행을 통한 외적 타당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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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그림[ Ⅲ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문제를 제기하-1] . , 
기 위해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도출한다 둘째. , 
선행문헌 검토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온라인 토론활동 자기 성‘ ’, ‘ ’, ‘
찰 등 핵심 용어를 선정하여 관련된 선행문헌을 분석하여 온라인 토론활’ 
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촉진 전략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셋째 초기에 개발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걸, 
쳐 내적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다 학습분석 및 교육공학 전문가 인을 대. 6
상으로 교수전략 전반과 개별 세부 지침의 타당도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타당도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략을 재수정하여 차 타. 2
당도 검사를 받는다 넷째 두차례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최종 수정된 전. , 
략을 대학교 건축공학창의설계 수업에 적용한다 강좌는 한 학기 동안 I ‘ ’ . 
창의성 계발 방법을 적용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팀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온라인 토. 
론 게시판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창의성 공학 등에 대한 토론이 진, , 
행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전략은 차 토론 활동에 적용되어 활동 , 2
중 학습자의 성찰촉진을 지원한다. 

다섯째 교수전략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교수전략이 적용된 수업의 학, 
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반응검사를 진행한다 학습자에게는 교수전략이 . 
반영된 수업에 대한 만족도 검사와 교수전략 전반 및 개별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 묻는 면담을 진행한다 여섯째 외적 타당화 검사 결, . , 
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교수전략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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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연구활동 내용

초기 전략 도출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도출
" 연구 문제 제기

" 문헌 고찰을 통한 대시보드를 활용한 
토론활동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 도출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

" 차  타당화1
대 상 교육공학 학습분석학 전문가 인 · : , 6
자료 수집 타당도 검사 및 면담 · : 

" 차  타당화2
대 상 교육공학 학습분석학 전문가 인 · : , 5
자료 수집 타당도 검사 및 면담 · : 

설계 전략 적용
" 대학 건축공학창의설계 온라인 토론활동에 I ‘ ’ 

자기성찰 교수전략 적용

외적 타당화
" 자료 수집

대상 학습자 및 교수자 · : 
자료 수집 만족도 검사 면담 · : , 

최종 전략 도출 " 외적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전략 도출

그림[ Ⅲ 본 연구의 연구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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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로 사용된 대시보드는 참여도 대시보드와 상호작용 
대시보드이다 참여도 대시보드는 학습자의 참여도는 막대그래프로 학급 . 
평균과 팀 평균을 표시하고 초록색 동그라미로 개인 참여도 수준을 표기
하여 제시한다 개인의 참여도 수준을 표현하는 원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 
참여도 점수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변인들의 구체적인 값을 보
여주게 된다 전체 토론수행기간에 날짜별로 참여도 수준을 표현함으로써 . 
학급전체 팀 개인의 참여도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 .

그림[ Ⅲ-2] 참여도 대시보드 좌 막대그래프 마우스오버 우 ( : , : 
초록색 동그라미 마우스오버) 

상호작용 대시보드는 온라인 토론활동을 하면서 팀원들 간 그리고 팀 
간 얼마나 상호작용을 했는지의 정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게 된다 팀원 . 
간 그리고 팀 간 상호작용 수준은 화살표의 두께로 표현되고 그 수준은 5
단계로 나눠서 구분된다 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상호작용 정도를 더 .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당 팀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상호작용하는 팀 
간의 관계가 붉은색으로 표현된다.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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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상호작용 대시보드 좌 팀원 간 상호작용 우 팀 간  ( : , : 
상호작용) 

4.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초기 전략 도출

본 연구에서 선행문헌 고찰은  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Cresswell(2012)
우선 핵심 용어를 온라인 토론활동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대시보드 ‘ ’, ‘ ’, ‘
활용한 자기성찰 등 관련 주제에 대한 폭넓은 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
교수전략에 해당되는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였다 선행 문헌 고찰을 위해서. 
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의 국내외 학RISS, KISS, Google scholar, 
술 검색 사이트를 검색하여 관련 선행문헌을 조사하였다 선행문헌 선정기. 
준은 연구 주제 관련성 인용지수 최신 연구 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 
을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검토한 문헌에서 인용된 관련 연. 
관된 문헌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문헌을 확보하였다 선행문헌 분석 결과를 . 
바탕으로 확인된 이론적 구성요소와 설계 지침들을 구조화 하여 전체적인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성찰을 촉진 전략에 대한 핵심 구성요. 
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과 이 Coulson Harvey(2013) Schon(1983; 1987), 

과 이 제안한 성찰을 절차를 기반으로 경험학습을 Killian Todnem(1991)
위해 성찰을 지원할 때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스캐폴딩을 중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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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프레임워크을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와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 전략과 처방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상세 지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상세 지침에 .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상세 지침을 반
복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나. 내적 타당화

개발된 전략의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안면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내용. 
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Rubio et al., 2003). 

1) 연구 참여자

전문가 선정 기준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관련 분야의 석, 박 학위 소지·
자로서 관련된 논문 게재 및 발표 실적이 있거나 관련 분야(Davis, 1992) 
에서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전문가로 산정한다10 (Ericsson & 

타당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는 명에서 명 정Charness, 1994). 3 10
도가 적절하다(Rubio et al., 2003). . 본 연구에서의 교수전략에 대해 전
문가에게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교육학 분야의 현장 경력 년 이상인 연구 참여자 명을 선정하여 두차10 6
례 타당화를 받았다. 

차 타당화는 차 타당도 검사에 참여한 전문가 명 중 명에게서 검2 1 6 5
토를 받았다 차 타당화는 차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므로. 2 1 , 1
차 타당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차 내적 타당화에 참여한 전. 1, 2
문가의 프로필은 다음의 표< Ⅲ 과 같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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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파일 참여한 타당화 단계
구분 직업 경력 년( ) 최종학력 전문분야 차1 차2

A 연구교수 년10 박사
교육공학
학습분석( )

√ √

B 조교수 년16 박사
교육공학
학습분석( )

√ √

C 회사원 년15 박사
교육공학
학습분석( )

√ √

D 조교수 년13 박사 교육공학 √ √

E 연구원 년16 박사
교육공학
학습분석( )

√

F 연구원 년10 박사수료 교육공학 √ √

표 전문가 프로필< -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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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초기 교수전략에 대한 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타당화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도구는  나일주 정현미 와 성. , (2001) 
은모 가 제안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기준으로 (2009) , , , ,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략 전반에 대한 설명력 유. , 
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점 척도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 , 4 (1 : . 2 : 
다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후 개발 전략 및 상세 지침에 . 3. , 4 : .)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점 척도 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점 타당하4 (1 : , 2 : 
지 않다 점 타당하다 점 매우 타당하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선, 3 : , 4 : ) . 
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을 기록하도록 개방문항을 추가
하였다 부록 참조 교수전략 전반에 대한 평가 문항은 아래 표([ 1] ). < Ⅲ

과 같다-2> .

영역 문항

설명력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유용성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과 상세지침은 실제 온라인 토론활동을 
진행하는데 유용하다.

보편성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은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었다.

표 < -2Ⅲ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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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양적 질문지 자료는 각 문항
별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와 평가자간 일치도 를 산출함으로써 Index) (IRA: Inter-Rater Agreement)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 는 각 설문 항목. (CVI)
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평가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눈 값
을 의미한다 점 척도로 된 타당화 항목에서 전문가 응답 값(Jin, 2013). 4
이 점 점일 경우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점으로 처리하고 전문가 응답 3 , 4 1 , 
값이 점 점일 경우 부정적인 평가로 판단하여 점으로 처리한다 일반1 , 2 0 . 
적으로 평균이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CVI .80 (Davis, 
1992; Lynn 1986).
평가자간 일치도 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IRA)

결정할 수 있는 지수로 평가자 간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수를 전체 문항의 
항목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값이 이면 평가자 간 의견이 완전히 . IRA 0
불일치 한다는 의미이며 값이 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IRA 1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값이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 IRA .80 
할 수 있다고 한다(Rubio et al.,2003).

위의 방법으로 분석한 교수전략 및 상세 지침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 점
수가 낮은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면담을 통해 전략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과 세부 전략 및 지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였다.

다. 외적 타당화

1) 연구 참여자

내적 타당도 검토를 통해 수정된 교수 전략을 년 대학교 건축공2018 I ‘
학창의설계 수업의 교수자 명과 학습자 명을 대상으로 반응검사를 실’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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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수업 수강생은 총 명이며 이 중 학습자 반응검사에 참여한 . 28 , 
수강생은 설문 명 면담 명이다 반응 검사에 참여한 학습자 프로필12 , 3 . 
은 다음의 표< -3Ⅲ 와 같다> .

전공

건축공학 12

학년

학년 1 12

표 < -3Ⅲ 학습자 프로필> 

2) 자료 수집

학습자 대상의 반응 평가는 면담과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경우 . 
총 개 문항으로 토론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개와 개별 17 4
전략에 대해 묻는 문항 개로 구성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자기성찰 동기 13 . 
사전 설문 결과에 따라 동기가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 군에서 명을 3
선택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각 분 정도 진행되었고 면담 시 . 30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취를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학습자 반응 평가 설문 결과는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균 값 표준편차 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고 그 , , 
의미를 해석하였다 면담 자료는 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 . Creswell(2012)
절차에 따라 자료 탐색 및 코딩 서술 및 주제 도출 결과 제시 1) , 2) , 3) 
및 보고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우선 녹음 파일을 전사한 후 전략 전반과 . 
개별 전략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코딩을 진행하, , 
고 코딩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현상을 서술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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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촉
진 교수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계 개발 연구 방법 중에서 . ·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교수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개발 및 모형 타당화 두 단계를 실시하였다 모형 개발 단계에서‘ ’ ‘ ’ . 

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초기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모형 타당화 단계에서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개발된 초기 교수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는 초기 교수전략에 대한 .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 
수업 적용을 통해 외적 타당화 과정을 거쳤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통해 교수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교수전략을 수
정 및 보완하였다.

1.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초기 교수관리전략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촉진 교수전략을 도  
출하기 위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활용 전략 온라인 학습환경설계 온, , 
라인 토론활동 지원 자기 성찰 지원 교수 전략 등 연구주제에 관련된 선, 
행문헌을 검토하여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자기성찰을 지원하는 교수설계에 
대한 정보를 상세 지침으로 분류하고 연관된 상세지침들을 범주화하여 일, 
반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 
한 자기성찰 촉진 교수 전략은 메타인지 지원 학습환경 조성 동기조절 , , 
지원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가지의 일반 교수전략과 가지의 , 7 24
상세 지침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의 표 와 같다, < -1>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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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수전략 상세 지침 연구자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1. 
표를 설정하고 학습진
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자신의 학습 목표와 구체적인 학습 계획 설정방법을 1.1 
안내하라.

임철일 임철일, 2001; , 2005; 
이지현 2013;  Brown, 2002; 
Wenden, 1991

학습 과정 중에 학습자에게 목표를 상기시켜라1.2 . Brown, 2002; Wenden, 1991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안내하라1.3 . 김영한 외 이지현 2003; 2013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거나 다음 목표1.4 
를 설정하도록 안내하라.

Brown, 2002; Wenden, 1991

학습자 개인과 팀의 2. 
학습 진행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학습활동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행 사항을 2.1 
시각화하라.

이지현 2013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기 위해 필요한 2.2 
정보를 시각화하여 지원하라.

김동식 외 조규락 2002; 2001; 
Jonassen, 2011b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2.3 
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김동식 외 2002; Jarvela et al., 
2015

표 < -1> Ⅳ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초기 교수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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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수전략 상세 지침 연구자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모범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패2.4 
턴 분석 결과를 제시하라.

임철일 2005

팀 내 팀 간 학습진행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고 비교2.5 /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라.

김인숙 조은순 성은모, , 2006; , 
진성희 유미나, , 2016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3.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
록 지원하라.

성찰 동기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 현재 수준을 3.1 
파악하게 안내하라.

임철일, 2005; 
Coulson & Harvey, 2013

성찰이 활동 완료 후의 학습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3.2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 자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
라.

Schon, 1983; Lin et al, 1999; 
이현경 2017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3.3 
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

권성호 유명숙 이현경 , , 2006; 
2017; Butler, 1996; Dewey, 
1933

원활한 온라인 토론 4. 
학습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라.

학습자에게 해당 시스템과 도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4.1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환경
을 마련하라.

임철일 임철일, 2001; , 2005; 
임철일 김성욱 한형종 서승일, , , , 

주영주 정영란 표지연2014; , , , 
양명희2011; , 2000; 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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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2001; Wenden, 1991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4.2 
마련하라.

임철일 김성욱 한형종 서승일 , , , 
2014

학습 및 발달 과정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데이터베4.3 
이스를 구성하여 제공하라.

곽정은, 2011; 
Oliver & Herrington, 1999

토론과정에 효율적인 5. 
팀 활동을 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

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팀을 구성하여 동료학습자5.1 
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라.

임철일 외 김동식 외2009; , 
2002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5.2 
있도록 지원하라.

Bransford et al., 1989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5.3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 

강정찬 김동식 외 , 2016; 2002; 
권성호 유명숙, , 2006

메타인지가 낮은 학습6. 
자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유발적    

칭찬 및 격려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6.1 
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김은희 변호승. , 2017

메타인지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6.2 이영미, 2006; Hme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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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하라   .

기 위해 질문생성 피드백을 제공하라. Ferrari, 1997

Anderson, 2012; Kop, 2011; 
Siemens, 2004; Wang, Chen, 

정다은& Anderson, 2014; 2017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6.3 
하라.

생산적 토론 활동을 7. 
위한 동기 강화 
피드백을 제공하라   .

학습자가 토론내용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7.1 
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김은희 변호승. , 2017

학습활동 수행에 핵심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과제 수행 7.2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지현 2013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하7.3 
고 과제해결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라.

김은희 변호승.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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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가. 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교수관리전략 수정1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개발된 초기 교수전략과 세부 지침의 내적 타당  
화를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공학 및 학습. 
분석 전문가 명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교수6
전략 전반과 개별 세부 지침 전반의 설명력과 타당성 현장에서의 유용성, ,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 및 이해력을 점 척도 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4 (1 : , 2
점 타당하지 않다 점 타당하다 점 매우 타당하다 에 따라 평가하였: , 3 : , 4 : )
다 전문가 평가 결과는 표 과 같다. < -2> .Ⅳ

영역
전문가 응답 결과

평균 SD CVI IRA
A B C D E F

설명력 3 2 4 2 2 4 2.83 .98 0.50

0.6

타당성 3 2 4 2 2 3 2.67 .82 0.50

유용성 4 3 3 2 2 4 3.00 .89 0.67

보편성 4 2 3 2 2 4 2.83 .98 0.50

이해도 4 3 4 3 2 3 3.17 .75 0.83

표 < -2> Ⅳ 초기 교수관리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교수전략 전반에 대한 설명력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평가 결, , , , 
과는 평균적으로 점에서 점 사이로 전문가들은 본 교수전략에 대해 2.7 3.2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해력을 제외한 설명력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은 값이 이, , , CVI .8 
하인 점과 값이 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수전략IRA 0.8 , 
이 전반적으로 자기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대시보드 활용 교수전략으로 설
명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 
유용성과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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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진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자신의 학습 목표와 구체적인 학1.1 
습 계획 설정방법을 안내하라. 

▶ 예시 토론학습 기대 참여도 수준 참여: (
도 등급 제시 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
내

▶ 예시 토론 학습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 
제시하여 학습자 참여 계획 설정하도록 
안내

3.83 .41 1.0 

.82

학습 과정 중에 학습자에게 목표1.2 
를 상기시켜라.

▶ 예시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

▶ 예시 학습기간 경과 후 교수자 대: 1/2 
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등급 경<
고 수준의 학습자들은 개별 연락 이메> (
일 문자 메세지/ )

3.50 .55 1.0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가 일1.3 
치하도록 안내하라.

▶ 예시 학습자 개인의 목표를 팀원들과 :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안
내

3.00 .89 0.7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1.4 
정하거나 다음 목표를 설정하도
록 안내하라.

▶ 예시 토론학습 상황에 따라 추가 학습: 
기초 지식 학습 심화 토의 을 진행할 ( / )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33 .82 0.8 

2.
학습자 
개인과 

팀의 학습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
고 비교할 

학습활동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2.1 
제시하고 진행 사항을 시각화하
라.

▶ 예시 사전 안내 및 공지사항을 통해 토: 
론학습 시간 내용 활동 도구 및 대시, , , 
보드 활용법 제시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토론 일정을 시: 
각화하여 안내

3.33 .82 0.8 

표 < -3> Ⅳ 초기 교수관리전략과 상세 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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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원하라.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과 결과를 2.2 
성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시
각화하여 지원하라.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 
참여도 정보를 시각화하여 안내 

3.17 .75 0.8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2.3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예시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팀 간 상호작용 정보를 시각화하여 안/
내

3.33 .52 1.0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모범학습2.4 
자의 학습활동 및 패턴 분석 결
과를 제시하라.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급 전: 
체 팀 개인의 참여도 현황을 시각화하여 / /
안내

3.17 .75 0.8 

팀 내 팀 간 학습진행 과정과 결2.5 /
과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라.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소속 팀: 
과 본인의 참여도 현황을 비교할 수 있
게 제시

▶ 예시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팀 내: /
팀 간 상호작용 정도를 노드 굵기로 표
시

3.33 .82 0.8 

3.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 동기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3.1 
를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하게 
안내하라.

4.00 .00 1.0 

성찰이 활동 완료 후의 학습 결과3.2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 자체에서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라.

▶ 예시 본인의 토론활동 참여정도를 루브: 
릭으로 평가 할 수 있게 제시

3.83 .4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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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라.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3.3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

▶ 예시 차 토론 참여도에 대한 자기평: 1
가 결과를 차 토론 활동 목표 수립 시 2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3.67 .52 1.0 

4.
원활한 
온라인 
토론 

활동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라.

4.1 학습자에게 해당 시스템과 도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korila.or.kr)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

3.50 .84 0.8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4.2 
해 물리적인 환경을 마련하라.

▶ 예시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 팀별 토론 : , 
게시판 제공

2.83 .98 0.5 

학습 및 발달 과정을 객관화시켜 4.3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
여 제공하라.

▶ 예시 관리자 페이지의 학습자 참여도 : 
현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도 
데이터 확보

3.33 .82 0.8 

5. 
토론과정에 
효율적인 
팀활동을 
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

5.1 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팀을 
구성하여 동료학습자와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라.

▶ 예시 오프라인에서 팀을 구성한 후 오: 
리엔테이션을 진행

3.00 .63 0.8 

5.2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
라.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 ( /
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 / / )
제시하고 토론 예시 제공

3.50 .84 0.8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5.3 3.33 .8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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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 / /
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
도록 지원

6. 
메타인지가 
낮은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유발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칭찬 및 격려를 통해 보다 적극적6.1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3.50 .55 1.0 

메타인지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반6.2 
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질문생
성 피드백을 제공하라.

3.50 .55 1.0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댓글을 남6.3 
길 수 있도록 격려하라.

3.50 .84 0.8 

7.생산적 
토론학습 
활동을 

위한 동기 
강화 

피드백을 
제공하라.

학습자가 토론내용에 흥미를 갖고 7.1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3.33 .82 0.8 

학습활동 수행에 핵심적인 개념을 7.2 
강조하고 과제 수행 과정을 반추하
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
라.

3.50 .55 1.0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7.3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과제해결 과
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
라.

3.17 .4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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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결과는 위의 표 과 같다< -3> . Ⅳ
각 세부 지침에 대한 평균은 점과 점 사이에 분포하였다2.83 4.00 . CVI 
값은 지침 이 지침 가 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상 으로 1.3 .7, 4.2 .5 .8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IRA값 또한 

로 전문가들 간 응답 결과에 대한 일치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82 . 
지침들 중에서 평균값이 점 이상이거나 개별 전문가들이 점 이하로 평3 2
가한 문항 위주로 세부 지침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교수전략의 구성 내용과 용어 상의 문제로 구분, 
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구성상의 문제로는 교수 전략에서 자기 성찰 특성. , 
이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였다 자기 성찰의 요소를 토론 활동 절차에 따라 . 
제시함으로 써 교수자가 토론활동 시 활용에 용이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내용상의 수정 사항으로는 일반적인 토론활동에 대한 내용을 대. , 
폭 삭제하고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전략 위주로 새로 추가한 후 위계와 
포함관계를 재차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표현 상의 문제 사. , 
항으로는 우선 토론 활동 특징이 반영된 용어를 수정하고 학습자 행동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진술방식으로 표현을 통일한 후 상세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모호한 표현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추가할 필
요성이 있다.

타당화 검사 및 전문가 면담 결과를 통해 수합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
음 표 와 같다< -4>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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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 의견 수정 사항

구 성

토론 진행 절차 따라 제시
" 토론 전 토론 중 토론 후 순서로 전략 / /

제시

성찰적 특성 반영

" 성찰의 요소 및 절차에 따라 성찰을 
위한 학습 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토론 / /
활동 중 설찰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 /
요소 추가 

학습환경 설계 (LMS) 
관련 전략 삭제 

" 토론시스템 및 대시보드 설계 전략 
삭제2.1/2.5/4.2/4.3 

내 용

새로운 교수 전략 추가

" 토론전 성찰을 위한 학습 공감대 형성( , 
학습자 특성 파악 토론 후 활동에 대한 ), 
성찰 토론 결과 확인 성찰일지 작성( , ) 
내용 추가

일반 토론활동
관련 전략 삭제

" 팀 활동 구성 참여 동기 유발 등 일반적 , 
토론 활동 촉진 전략 1.3/5.1/6.1/6.3 
삭제  

전략과 지침 요소 
포함 관계 수정

" 일반 전략과 상세 지침 간 (7.2/7.3) 
내용 불일치 

"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세 지침 
을 일반 전략으로 수정(3.1/3.2/3.3/4.1)

표 현

상세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추가

" 대시보드 토론 루브릭 피드백 내용 등 / /
구체적인 예시 추가

토론 활동 특징 반영한 
용어 및 표현으로 수정

" 학습 활동 수행 토론 활동 과정-> 
" 학습환경 토론 시스템->
" 학습 목표 토론 활동 목표-> 

촉진 지원적 진술방식으로  /
수정

" 학습자 행동을 안내하라‘~ ’, ‘~ 
지원하라 제공하라 와 같은 용어로 ’, ‘~ ’
진술방식을 수정하여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수정

표 < -4> Ⅳ 초기 교수관리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수정 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교수전략과 지침을 수정하여 아래 표 < -5> Ⅳ
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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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토론
전

성찰을 
위한
학습

학습자에게 온라인 1. 토론 시스템과 성찰도구 대시보드 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 ) .

학습자에게 온라인토론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환1.1 
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korila.or.kr)
▶ 예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 예시 사전 토론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연습 진행 차 토론: (1 )

학습자에게 토론활동 대시보드 성찰도구 활용목적과 활용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라1.2 ( ) .
▶ 예시 참여도 상호작용 대시보드 활용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안내 : /

참여도 대시보드 막대 도표 개인 참여도 확인 방법 접속횟수 댓글수 글 작성수 토론글 길이 등      : , ( , , , )
상호작용 대시보드 노드 굵기 화살표 방향 등      : ,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라2. . 

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온라인토론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학습자와 공유하라2.1 ( ) .
▶ 예시 학습과정에서 성찰의 중요성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성찰적 사고 촉진 효과 등을 학습자들에게 안내: , 

학습자 특성 성찰동기 수준 컴퓨터 글쓰기 능력 등 을 고려하여 토론활동을 지원하라2.2 ( , ) .
▶ 예시 자기성찰동기 컴퓨터 쓰기 능력 등 사전 검사 진행 학습자 특성 사전 검사 설문지: , ( )
▶ 예시 온라인 토론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토론 예시 제공: 
▶ 예시 성찰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성찰적 도구 대시보드 성찰일지 활용 적극 지원: ( , ) 

토론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진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3. .

표 < -5> Ⅳ 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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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활동을 
위한 성찰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내하라3.1 . 
▶ 예시 구글 서베이를 활용하여 토론 참여도 목표등급 사전에 설정 등급: (1-10 )

온라인 토론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여 학습계획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라3.2 .
▶ 예시 인지적 참여 수준 토론글 질적 평가지표 개인 참여도 게시글 수 댓글 수 제시: ( ) , ( , ) 

토론 
중

토론
활동 
중 

성찰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활동 중 고차적 사고 반성적 사고 촉진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라4. ( ) .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라4.1 .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제시하고 유형별 토론 예시 제공: ( / / / / )
▶ 예시 메시지 유형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론 유형을 확인하고 발산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정적 피드백 제: 

공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4.2 .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지원 대시보드에서 개인 참여도 : / / (
확인)

토론 의견을 팀단위로 종합하도록 안내하여 심화토론을 촉진하라4.3 .
▶ 예시 팀단위로 의견종합 토론관리 메시지 유형을 활용하도록 유도: ( / )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에 5.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

5.1 학습자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
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 예시: 팀의 경우 팀원 간 상호작용이 팀보다 활발하지 않으므로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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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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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도록 유도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5.2 .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메일 문자 발송: /

교수자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를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5.3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교수자 대시보드를 확인 후 학습자 참여 등급 경고 수준의 학습자들은 개별 연락 이메: 1/2 < > (
일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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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거나 다음 목표를 설정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5.4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교수자 대시보드를 확인 후 목표 달성이 어려운 학습자들에게 개별 연락 이메일 문자: 2/3 ( / )

교수자 대시보드 결과를 활용하여 적시적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하라6. .

6.1 토론주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토론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
▶ 예시 학생 글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창의적인 공학물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은 그럼 무엇: OOO . 
이 있을까요?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6.2 
라.

▶ 예시 창의적인 공학 설계물의 요건을 세가지로 정리해주었는데 이러한 요건을 만족 하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물은 어: 
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정보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 :OOO 
학생  첫번째 게시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시자료를 잘 찾아주었네요 팀원들과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해보~ 
기 바랍니다.

토론 
후

토론
활동에 

대한 성찰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7. .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토론활동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라7.1 .
▶ 예시 토론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시보드를 접속하여 본인의 토론결과를 확인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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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7.2 .

온라인 토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하라7.3 .
▶ 예시 반구조화 성찰일지 양식 제공 구글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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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교수관리전략 수정2

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전략 및 세부지침에 대1
해 차 전문가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차 전문가 타당화는 차 타당화에 2 . 2 1
참여한 명 전문가 중 명만 차 타당화에 참여하였다 차 전문가 타당6 5 2 . 2
화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6> .Ⅳ

영역
전문가 응답 결과

평균 SD CVI IRA
A B C D F

설명력 4 4 4 3 3 3.60 .55 1.00 

1

타당성 3 4 4 3 4 3.60 .55 1.00 

유용성 4 4 3 3 4 3.60 .55 1.00 

보편성 4 4 4 3 4 3.80 .45 1.00 

이해도 3 4 4 3 4 3.60 .55 1.00 

표 교수관리전략에 전반 대한 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6> 2Ⅳ

교수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는 평균 점에서 점으로 긍3.6 3.8
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점수는 모든 문항에서 으로 나타났고 . , CVI 1.0

값 또한 로 평가자간 모두 일치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IRA 1
알 수 있다 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교수전략에 대한 . 1
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는 표 와 같다 각 세부 지침에 대한 2 < -7> . Ⅳ
평가는 평균 점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값은 3.7 CVI 
한 개 전략을 제외하고 모두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80
다 값 또한 로 이상으로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IRA .89 .80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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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순 서

성 찰
절 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평균 SD CVI IRA

토론
전

성찰을 
위한
학습

학습자에게 온라인 토론 시스템과 1. 
성찰도구 대시보드 에 대한 사전 안내( )
를 실시하라.

3.80 .45 1

.89

학습자에게 온라인토론시스템에 1.1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
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
와 환경을 마련하라.

3.80 .45 1

학습자에게 토론활동 대시보드 성1.2 (
찰도구 활용목적과 활용방법을 ) 
사전에 숙지시켜라.

3.80 .45 1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과 필요성2. 
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라. 

3.60 .89 0.8

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온라2.1 ( ) 
인토론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학
습자와 공유하라.

3.60 .89 0.8

학습자 특성 성찰동기 수준 컴퓨2.2 ( , 
터 글쓰기 능력 등 을 고려하여 )
토론활동을 지원하라.

2.60 1.14 0.6

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3. 
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진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3.60 .89 0.8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 수준을 사3.1 
전에 설정하도록 안내하라. 

3.60 .89 0.8

온라인 토론 평가 루브릭을 사전3.2 
에 제시하여 학습계획을 설정하
도록 안내하라.

3.60 .89 0.8

토론 
중 토론

활동 
중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활동 중 4. 
고차적 사고 반성적 사고 촉진 과정을 ( )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라.

3.60 .55 1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4.1 
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
원하라.

3.40 .89 0.8

표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지침에 대한 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7> 2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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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순 서

성 찰
절 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평균 SD CVI IRA

성찰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4.2 
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
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
라.

3.60 .55 1

토론 의견을 팀단위로 종합하도록 4.3 
안내하여 심화토론을 촉진하라.

3.40 .55 1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계획 달5. 
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학습
자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에 자기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4.00 .00 1

5.1 학습자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4.00 .00 1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5.2 
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
할수있도록 안내하라. 

4.00 .00 1

교수자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도가 5.3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를 상
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

3.40 .89 0.8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5.4 
정하거나 다음 목표를 설정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4.00 .00 1

교수자 대시보드 결과를 활용하여 6. 
적시적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3.40 1.34 0.8

6.1 토론주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토론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
드백을 제공하라.

4.00 .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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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수정 의2 < -8> . Ⅳ
견이 반영된  교수전략과 세부 지침은 표 와 같다< -9> .Ⅳ

구 분 수정 사항

구 성
" 성찰을 위한 학습 단계에서 성찰의 목적과 토론활동에서의 중요성 ‘ ’
강조하는 지침 추가

" 학습자 특성에 대한 지침을 전략으로 수정

내 용
" 학습자 대시보드를 위주로 학습자들이 성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수자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은 수정 

표 현
" 학습자 특성 반영 학습자 맞춤형> –
" 학습 계획 조정 학습 계획 작성> –
" 고차적 사고 반성적 사고 성찰적 사고( ) -> 

표 차 전문가 타당화 수정 의견< -8> 2Ⅳ

활 동
순 서

성 찰
절 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평균 SD CVI IRA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6.2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문제해결 과
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
라.

3.60 .89 0.8

토론 
후

토론
활동에 
대한 
성찰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7. 
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

4.00 .00 1.0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토론활동 7.1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라.

4.00 .00 1.0

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가를 통해 7.2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라.

3.80 .45 1.0

온라인 토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3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
할 수 있게 안내하라.

4.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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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토론
전

성찰을 
위한
학습

학습자에게 온라인 토론 시스템과 성찰도구 대시보드 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1. ( ) .

학습자에게 온라인토론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환1.1 
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 (www.korila.or.kr)
▶ 예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 예시 사전 토론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연습 진행 차 토론: (1 )

학습자에게 토론활동 대시보드 성찰도구 활용목적과 활용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라1.2 ( ) .
▶ 예시 참여도 상호작용 대시보드 활용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안내 : /

참여도 대시보드 막대 도표 개인 참여도 확인 방법 접속횟수 댓글수 글 작성수 토론글 길이 등      : , ( , , , )
상호작용 대시보드 노드 굵기 화살표 방향 등      : , 

2.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찰을 하도록 학습자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라.

성찰의 목적과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라2.1 .
▶ 예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에 포함: 

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학습자와 공유하라2.2 ( ) .
▶ 예시 학습과정에서 성찰의 중요성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성찰적 사고 촉진 효과 등을 학습자들에게 안내: , 

3. 학습자 맞춤형 토론활동 지원을 위해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라.

표 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밑줄 부분 수정< -9> 2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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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학습자 특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하라3.1 
▶ 예시 자기성찰동기 컴퓨터 쓰기 능력 등 사전 검사 진행 학습자 특성 사전 검사 설문지: , ( )

성찰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성찰적 도구로써 대시보드 활용을 적극 지원하라3.2 .

온라인 토론 글 작성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토론 글 작성 방법을 안내하라3.3 .
▶ 예시 토론 글 예시 우수 글 공유: , 

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4.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내하라4.1 . 
▶ 예시 구글 서베이를 활용하여 토론 참여도 목표등급 사전에 설정 등급: (1-10 )

온라인 토론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여 학습계획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라4.2 .
▶ 예시 인지적 참여 수준 토론글 질적 평가지표 개인 참여도 게시글 수 댓글 수 제시: ( ) , ( , ) 

토론 
중 토론

활동 
중 

5.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활동 중 성찰적 사고 촉진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라.

5.1 성찰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 후 학습자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
라.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제시하고 유형별 토론 예시 제공: ( / / / / )
▶ 예시 메시지 유형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론 유형을 확인하고 발산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정적 피드백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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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성찰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5.2 .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지원 대시보드에서 개인 참여도 : / / (

확인)
5.3 토론 의견을 서로 확인하고 팀원 간 의견을 종합하도록 안내하여 심화토론을 촉진하라.
▶ 예시 팀단위로 의견종합 토론관리 메시지 유형을 활용하도록 유도: ( / )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에 6.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

6.1 학습자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
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 예시: 팀의 경우 팀원 간 상호작용이 팀보다 활발하지 않으므로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2 5

답변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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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6.2 .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메일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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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6.3 참여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를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관리자페이지의 참여자 현황을 확인하여 학습자 참여 등급 경고 수준의 학습자들은 개: 1/2 < >
별 연락 이메일 문자( / )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거나 다음 목표를 설정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6.4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운 학습자들에게 개별 연락 이메일 문자: 2/3 ( / )

7. 대시보드 결과를 활용하여 적시적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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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7.1 토론주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토론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
▶ 예시 학생 글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창의적인 공학물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은 그럼 무엇: OOO . 
이 있을까요?

토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7.2 
라.

▶ 예시 창의적인 공학 설계물의 요건을 세가지로 정리해주었는데 이러한 요건을 만족 하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물은 어: 
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정보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예시 학생  첫번째 게시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시자료를 잘 찾아주었네요 팀원들과 좋은 정보를 많:OOO ~ 
이 공유해보기 바랍니다.

토론 
후

토론
활동에 

대한 성찰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8. .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토론활동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라8.1 .
▶ 예시 토론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시보드를 접속하여 본인의 토론결과를 확인해보세요: . .

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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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온라인 토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하라8.3 .
▶ 예시 반구조화 성찰일지 양식 제공 구글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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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활동 설계 및 실행

가. 토론활동 설계

교수전략에 대한 두 차례 전문가 타당화를 거친 후 교수 전략이 반영된 
온라인 토론활동을 설계하였다 본 교수전략을 적용한 수업은 대학교 . I 1
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건축공학창의설계 수업의 일환으로 한 학기 동안  ‘ ’ , 
총 차례의 온라인 토론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본 수업은 팀 프로젝트를 3 .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팀원들과 토론 및 협, 
력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 
다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통해 총 세 차례의 . 
토론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 토론에 대해 교수전략을 적용2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수전략을 반영한 토론활동은 아래와 표. < -10>Ⅳ
와 같이 설계 하였다.

토론 
절차

교수 활동
상세 
지침

토론 
D-7

" 학습자 특성 사전 검사 진행 (Google survey)
" 토론활동 참여도 등급 목표 설정 (Google survey)

# 3.1
# 4.1

"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 배포
토론 시스템 접속 매뉴얼 ⇒ 

   게시글 작성 방법 대시보드 활용 방법( , )
토론 주제 및 토론 루브릭 안내 ⇒ 

  토론 주제 창의적 공학 설계물 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 : (product)
무엇인가?)

# 1.1
# 1.2
# 4.2

토론
D-1

" 토론활동 시작 안내 메일 발송 
개인별 토론 참여도 등급 목표 및 학습 계획 안내⇒ 

# 4.2

토론 중
" 매일 토론 게시글 내용에 따라 교수 피드백 제공

다양한 메시지 유형의 토론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 
# 5.1
# 5.2

표 교수전략이 적용된 토론 절차 별 교수 활동< -1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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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활동 실행

1) 토론 전

토론 전 온라인토론시스템 에서 조별 토론 게시판에   (www.korila.or.kr)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토론 공지사항을 공지하였다 그림 공지사항 [ -1]. Ⅳ
내용에는 토론 주제 토론 기간 토론 내용 토론 시 유의사항 및 토론 평, , , 
가 루브릭을 사전에 공지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 목표 설. 
정은 구글서베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신의 참여도 목표 등급을 설정하도
록 지원하였다 시스템 활용법 과 활동 내용은 온라인토론활동 안내 가이. 
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토론 
절차

교수 활동
상세 
지침

의견제안 정보공유 의견 종합 등   ( , , )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고 답글을 남길 수 있도록 유도⇒ 
참여도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학습자의 참여도 촉진   ( )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고 답글을 남길 수 있도록 유도⇒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학습자간 상호작용 촉진   ( )

토론글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한 댓글 ⇒ 
추천수 답글 내용 확인 후 비생산적 참여 학생에게 댓글   ( , )

# 5.3
# 7.1
# 7.2

토론 
D5

" 학습자 토론 활동 촉진 개별 메일 문자 발송/
대시보드 결과 참여도 상황에 따라 안내 내용 달리 작성 ⇒ 
참여도 현황 목표 달성도 등   ( , )

# 6.2
# 6.3
# 6.4

토론
D+1

" 대시보드 토론 결과 확인 문자 발송
참여도 상호작용 대시보드 결과 확인/⇒ 

# 8.1

토론
D+3

" 토론 루브릭 활용하여 토론 활동 평가 후 개별 피드백 
인지적 참여 개인 참여도 참여 태도 평가 / /⇒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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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론활동 공지 사항[ -1] Ⅳ

조별 토론 게시판은 아래 그림 과 같이 조별로 토론 주제 토[ -2] , Ⅳ
론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학습자는 본인이 소속한 팀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하였다. 

그림 조별토론게시판[ -2] Ⅳ
 

2) 토론 중

토론 과정에 학습자는 토론 주제에 대한 게시글을 자유롭게 게시해 주
고 동료학습자간 서로 댓글을 달면서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학. 
습자들의 게시글을 읽어보고 학습자들이 성찰하고 토론글을 수정하거나 
보완 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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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 -3] Ⅳ

교수자는 학습 과정에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상황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를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토론 과정에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 현황과 상호작용 정도
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였다.

3) 토론 후

그림 대시보드 좌 참여도  우 상호작용[ -4]  (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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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후3) 

토론 후 학습자는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교수자는 토론 루브릭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 정도 게시글의 , 
수 댓글 추천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등급을 나누었다 차 , / . 2
토론활동에서 교수전략을 반영하여 토론활동을 진행한 결과 차 토론활동, 1
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참여도와 상호작용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상호작용 대시보드 좌 차  우 차[ -5] ( : 1 : 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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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적 타당화

가. 학습자 반응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자 자기 성찰을 촉진하
기 위한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토론활동에 참여
한 학습자 명 중 사후 반응 검사에 참여한 명 학생 중 무효 값 명28 19 1 , 
대시보드 접속 횟수 회 이하 명을 제외한 총 명 학생의 설문을 분석1 6 12
하였다 교수전략이 적용된 토론 활동 전반 및 개별 상세 지침의 강점 약. , 
점 개선점에 대한 심층 면담은 참여도 상 중 하 각 명 씩 총 명의 학, / / 1 3
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학습자 만족도

토론활동에 대한 만족도 검사는 온라인 토론활동에 대한 만족도 번 (1-4
문항 성찰을 위한 학습 번 문항 토론활동을 위한 성찰 번 문항 토론 ), (5 ), (6 ), 
중 성찰 번 문항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 번 문항 을 묻는 총 (7-13 ), (14-16 ) 16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점 척도 매우 그렇. 5 (
다 점 그렇다 점 보통이다 점 그렇지 않다 점 전혀 그렇지 않: 5 , : 4 , : 3 , : 2 , 
다 점 으로 응답하였다 학습자의 응답결과는 아래의 표 와 같다: 1 ) . < -11> .Ⅳ

문항 범주 항목 수 평균 SD

온라인 토론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항4 3.69 0.72

성찰을 위한 학습 문항1 3.33 0.89

토론활동을 위한 성찰 문항1 3.50 0.91

토론활동 중 성찰 문항7 3.63 0.81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 문항3 3.86 0.95

표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 < -11> (N=12)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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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전략이 적용된 토론 활동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온라인 토론 활동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점로 학습자들은 자기성찰 3.69
촉진 교수전략을 적용한 온라인 토론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 평균은 점에서 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3.58 3.83 . 
특히 토론활동 과정에 다른 학습자의 글이나 생각을 읽는 것이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고 답해주었고 토론활동 과정에 나의 (M=3.83, SD=0.72) ,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토론활(M=3.75, SD=0.97), 
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용한 경험이었으며 전반적으로 (M=3.58, SD=0.90), 
온라인 토론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해주었다 구체적인 (M=3.58, SD=0.67) . 
문항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12> .Ⅳ

3) 개별 지침에 대한 학습자 반응

토론활동 중 성찰에서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활용한 학습과정 모니터링 
활동 지원 과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에서 대시보드를 활(M=3.92, SD=0.79)
용하여 학습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교수 지원활동(M=3.92, SD=1.00)
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론 전 토론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교
수 지원 활동에 가장 낮은 평가 점수 를 주었다 구체적(M=3.33, SD=0.89) . 
인 문항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13> .Ⅳ

번호 문항 평균 SD

1
온라인 토론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58 0.67

2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이나 생
각을 읽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3.83 0.72

3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
현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3.75 0.97

4
온라인 토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용한 경험이
었다.

3.58 0.90

표 학습자 반응 문항별 만족도 결과 < -12> (N=12)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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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평균 SD

5
토론 전 제공된 토론활동 가이드 토론 시스템 활(
용법 토론 평가 기준 제시 등 는 토론활동에 도, ) 
움이 되었다.

3.33 0.89

6
토론 전 본인의 토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
해 계획적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3.5 0.91

7
토론 중 교수자가 참여도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본
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토론활동을 반
성적으로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67 0.78

8
토론 중 교수자가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과 
팀 학급의 참여도 상황을 비교하도록 한 것은,   
토론활동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67 0.99

9

토론 중 교수자가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
과 팀내 팀간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도록 안내, 
한 과정은 토론활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3.92 0.79

10

다른 동료학습자들의 토론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
과 비교하면서 댓글을 달도록 안내하여 학습활동
을 진행한 과정은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3.67 1.07

11
토론 활동 중 교수자 튜터 의 댓글 토론 내용을 반( ) (
추하는 질문 은 토론 활동을 수행하는데 동기부여)
가 되었다. 

3.67 0.89

12
토론활동중교수자 튜터 의과제에대한피드백은토론( )
활동의인지적참여 생산적 참여 를 촉진하는데 도( )
움이 되었다.

3.42 0.90

13
토론 과정에 교수자가 메일 문자 등으로 학습활, 
동 목표를 상기시키는 과정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3.42 1.00

14
토론 후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학습결과
를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 한 것은 토론 활동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92 1.00

15 토론 후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팀내 팀간 상/ 3.92 1.00

표 개별 지침에 대한 학습자 반응 문항별 결과 < -13> (N=12)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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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전략을 적용한 토론활동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 , 
습자의 반응

교수전략을 적용한 토론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토
론활동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 , . 
습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와 같다< -14> .Ⅳ

호작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한 것은 본
인의 토론 활동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6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토론 활동을 성
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75 0.97

범주 학습자 반응

강점

" 토론활동 목표 설정 및 계획 작성 

"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 의견 공유

" 학습과정 결과에 대한 적시적 피드백 /

약점

" 토론 주제 범위 넓음

" 토론 내용에 대한 질적 피드백 부족

" 대시보드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개선점
" 목표 달성도 제시

" 교수자와 실시간 상호작용

표 교수전략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14>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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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점

우선  교수전략의 강점으로 활동 전에 교수자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토
론활동 참여 목표 등급을 설정하고 토론 활동 루브릭을 제공함으로써 학
습자가 스스로 토론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토. , 
론 참여도를 접속 횟수 게시글의 수 추천 댓글 수 게시글의 길이등을 , , /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부터 등급까지 설정하여 학습자 스스로 본인1 10
의 참여 목표 등급을 선택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차 토론활동의 . 1
본인의 예상 목표 등급을 선택해보게 하였다 교수자는 토론 활동 전 학습. 
자개개인에게 차 토론 예상 등급 차 토론 실제 등급 차 토론 목표 1 , 1 , 2
등급을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학습자의 자기 성찰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구체적인 참여도 등급에 대한 안내가 자극이 되었
고 자신의 차 등급과 비교해보니까 목표등급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1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메일로 참여도 등급 등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가 와서 등급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학습자 ? ( A)

차 토론 때 등급은 받았겠지 했는데 등급이더라구요 그래서 더 해야1 3 7 ,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자 . ( B)

다음으로 토론활동은 토론주제에 대하여 조별게시판을 통해 토론의견을 
작성하고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과정에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발
산적 토론이 이루어 지도록 피드백을 통해 활동을 지원해주었다.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토론 글을 작성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 의견을 
공유하면서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토론하는 과정에 학습자는 상호작용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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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본인과 커넥션이 있는 학습자는 누구인지 즉 누가 답글을 달아, 
주었는지 누구의 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자 또한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고 
토론과정에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조별 토론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반박을 안하는데 이건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아서 그런건지 좀더 객관적으로 또는 좀 더 자기 , , 

생각을 정리해서 더 솔직하게 하고 했어요 학습자 . ( A)

대시보드를 보면서 제가 이 팀이랑은 활동은 했는데 이건 안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댓글을 좀 더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습자 . ( B)

대시보드를 통해서 팀내에서 누구한테 댓글을 달았고 누구한테 안 달았

는지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을 .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답글을 짧게 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어

요 학습자 . ( C)

특히 학습과정에 교수자가 적시적으로 피드백을 해준 것이 학습자들이   , 
토론과정에 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댓글은 단순히 칭. 
찬 격려성 댓글이 아닌 토론 과정을 반추해보게 하는 내용이나 문제해결 ,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예컨대 뿐만 아니라 토론 활. , 
동 과정에 토론 중반까지 글을 올리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
일로 토론 참여 독촉 알림을 보냈고 전체 학습자들에겐 문자로 대시보드
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해보게 안내하였다. 

생략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 특히 로 해주시는 부분이 신기했( ).. , 1:1

고 다 너무 좋았어요 학습자 . ( A)

차 토론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댓글을 다 달아주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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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에게는 예시를 더해서 줬으면 좋겠다. ,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더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부분이 좋았어요 학습자 . ( B)

많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까먹는 경우도 많고 초반처럼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메일로 알려주시고 문자도 보내줘서 자각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습자 . ( C)

나) 약점

본 토론 활동의 주제는 창의적 공학 설계물 이 갖추어야 할 요‘ (product)
건은 무엇인가 로 건축공학창의설계 수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토론활동이 ?’
이루어졌다 학습자는 특정된 형식이나 참고 자료에 대한 제한이 없이 자. 
유로운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 
토론주제가 너무 광범히 하고 토론 내용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부족하여 
토론의 방향성을 잡는게 어려웠다고 하였다.

주제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부분을 찾아봐서 좋기도 하지만 처음에 글을 , 

쓰기 시작할 때 어느 방향으로 써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 있어요. 

생략 주제적인 부분에서 전공적인 부분도 다뤄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 ( ) 

요 학습자 .( A)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게시글을 읽어보고 학습자들이 성찰하고 토론글을 
수정하거나 보완 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토론과정에 대한 구. 
체적인 예시추가 의견 교류등에 대한 내용은 피드백할 수 있지만 토론 토, 
론 내용의 질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글의 내용. 
을 수정하는데 충분한 안내와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더 받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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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다른 학습자의 글을 보면서 수정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글을 길. . 

게 줄씩 쓴 학생들도 있고 줄만 쓴 학생들도 있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10 4

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교수자가 내용적인 부분에 많은 피드백을 주면 좋. 

을 것 같아요 학습자 . ( C)

생략 글의 수정방향을 잡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습자  ...( ) .( A) 

토론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이거나 이후에 피드백을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 ( B)

토론활동 시작 전 학습자들에게 토론시스템 활용법과 대시보드 사용법  
에 대해 활용 가이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차 토론에서도 예비 연습. 1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보드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대시보드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학습과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었다 대시보드 설계를 개선하여 해결될 수도 있지. 
만 학습과정에 교수자가 어떻게 안내하고 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교수 지침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처음에 대시보드 메뉴를 클릭했는데 세가지 중에 눌렀을 때 관리자 설정  

이 안되어 있다고 하길래 나는 못쓰는 기능이구나 하고 못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별 토론 대시보드를 선택해야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시보드 활용. 

법에 대해 적당히 알려주셨는데 이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는

지 얘기를 안해줘서 학습자 .. ( B)

다) 개선점

앞서 학습자는 토론활동 전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학습을 계획적  
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토론과정에 목표 달성도. 
를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토론시스템 상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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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에서 토론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자
가 개별적으로 토론 과정에 목표 달성도를  중간 점검 차원에서 공유해줬
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토론 루브릭에서 인지적 영역 즉 토론 . ,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 신장 정도를 객관화하여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생략 비판적 사고나 그런 영역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객...( ) 

관화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학습자 ? . ( A)

참여도 등급 목표를 설정했는데 어느정도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다른 학습자들과 비교하여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 

알 수 있는데 내가 설정한 목표는 달성했는지 궁금했어요 학습자 . ( B)

앞서 학습자들은 토론활동 전 중 후에 교수자가 로 피드백을 해주고  / / 1;1
메일 문자로 학습상황에 대해 안내해준 것이 좋은 학습경험이었다고 전했/
다 그러나 활동과정에 대시보드 접속 문제라던지 토론 내용의 방향성이. , 
라던지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였다 교수자 혼자 모든 학. 
습자들에게 로 피드백을 주기엔 한계가 있지만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1:1
리된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자 학습자 간 적시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메일을 알람으로 설정해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공지가 메일로 와서 궁금. 

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블랙보드는 전체공지밖에 안되니까 저는 메일 알람, . 

을 켜놓기는 했는데 메일을 잘 안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학습자 ... ( A)

저는 제가 글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대시보드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만 안보이는 줄 . 

알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시스템 상에서 교수자, 

랑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 ( B)



- 77 -

나. 교수자 반응

토론활동 후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 
은 교수 전략의 실제 적용가능성과 개별 지침의 약점 개선점 중심으로 이, 
루어 졌다 면담을 위해 면담 질문지와 전략 타당화 설문지를 함께 활용하. 
였다 면담 결과 대부분의 전략 및 지침은 적절하나 실제 적용 과정에 어. 
려운 점과 시간이 촉박한 점 그리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 
로 적용이 어려운 전략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수자의 반응을 실제 적용 . 
가능성과 약점 및 개선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과 같< -15>Ⅳ
다.

범주 전략 및 지침 의견

실제
적용

가능성

" 학습자 맞춤형 토론활동 2.2 
지원을 위해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라.

" 학습자 특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학습자들의 토론 참여도 
촉진 과정에서 모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드백을 주
는게 어려움

" 토론 의견을 서로 확인4.3 
하고 팀원 간 의견을 종합하
도록 안내하여 심화토론을 
촉진하라.

"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의견 종합하는 활
동은 팀장 한명만 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들에겐 효과가 없
음

" 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7.2 
가를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
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 토론 게시글의 내용의 질에 대
한 피드백을 개개인 별로 제공
하기엔 객관적인 기준과 시간
이 부족함

약점
및

개선점

" 참여자 현황을 파악하여 5.3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를 상기할 수 있도
록 안내하라.

"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 뿐만 아
니라 모든 학습자들에게 중간 
점검 차 학습 목표 달성 상황
을 안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표 교수전략에 대한 교수자 반응< -1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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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개별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은 전반적으로 유용하고 토론활
동에 적용할 수 있었지만 토론활동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교수전략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 시. 
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교수전. 
략은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최종 교수 전략에는 실제 적용 가능한 핵심 전략 위주로 교수 전략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5. 최종 교수관리전략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
관리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탐색을 거쳐 초기 교수관리전략을 .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내적 타당화를 거쳐 초기 교수관리전략을 , 
수정하였다 이후 외적 타당화를 위해 교수전략이 적용된 토론활동을 설계 . 
및 실행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최종 수정 . 
과정은 온라인 토론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가능성과 학습자들
의 반응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수정하였다 수정 및 보완사항은 다음의 표 과 같다. < -16> .Ⅳ

" 토론활동을 수행하기 위6.2 
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통제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라.

" 토론 수행 절차나 방법에 대한 
피드백은 줄수 있으나 문제해
결 과정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
유롭게 토론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온라인 토론 평가 결과7.3 
를 바탕으로 토론활동에 대
한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
게 안내하라.

" 성찰일지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도 작성하는 부분이어서 토론
의 일환으로 또 작성하라고 하
기엔 학습자들한테 부담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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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수자 및 학습자 의견 수정 사항

활동
전반

" 심화 토론 주제 발굴
" 학습자 심화 토론이 가능

한 주제 선정 세부 지침 (
및 예시 추가)

" 학습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 안내
" 자기 성찰 동기 상 중 하/ /

에 따라 차별화 피드백 
제공 기존 전략 수정( )

" 교수자와 실시간 상호작용 촉진
" 토론 시스템 상의 도움요
청 기능 적극 활용 기존 (
전략 수정 및 예시 추가)

활동
전

" 토론 시스템 및 대시보드 활용법 
상세히 안내

" 대시 보드 읽는 방법 등
에 대한 상세한 안내 가
이드 제작 예시 추가( )

" 토론 글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예시 제시

" 토론 글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예시 제공 상세 지(
침 및 예시 수정)

활동
중

" 토론 목표 달성도 안내

" 토론 진행 후 모든 1/2 
학습자들에게 토론 목표 
달성도 메일로 안내 상세 (
지침 수정)

" 언어적 피드백 간소화
" 교정적 피드백에 대한 세

부 지침 수정

활동
후

" 토론 내용에 대한 피드백 간소화 " 세부 지침 삭제

"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 불필
요

" 대시보드를 활용한 성찰
활동이 아니기에 삭제

표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사항< -16> Ⅳ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
자의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교수전략은 최종적으로 가지 일반 교수전략과 7

가지 상세 지침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정리한 최종 수정된 교수전20 · . 
략은 아래 표 과 같다< -17>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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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토론
전

성찰을 
위한
학습

학습자에게 온라인 토론 시스템과 성찰도구 대시보드 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1. ( ) .

학습자에게 온라인토론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환1.1 
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korila.or.kr)
▶ 예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 예시 사전 토론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연습 진행 차 토론: (1 )

학습자에게 토론활동 대시보드 성찰도구 활용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라1.2 ( ) .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 막대 도표 개인 참여도 확인 방법 접속횟수 댓글수 글 작성수 토론글 길이 등: : , ( , , , )

상호작용 대시보드 노드 굵기 화살표 방향 등      : , 

학습자들에게 성찰적 도구로써 대시보드 활용을 적극 권장하라1.3 .
▶ 예시 대시 보드 활용 목적 및 활용 사례 공유: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찰을 하도록 학습자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라2. .

성찰의 목적과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라2.1 .
▶ 예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에 포함: 

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학습자와 공유하라2.2 ( ) .
▶ 예시 학습과정에서 성찰의 중요성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성찰적 사고 촉진 효과 등을 학습자들에게 안내: , 

학습자 맞춤형 토론활동 지원을 위해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라3. .

표 최종 수정된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1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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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학습자 특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하라ㄱ3.1 
▶ 예시 자기성찰동기 컴퓨터 쓰기 능력 등 사전 검사 진행 학습자 특성 사전 검사 설문지: , ( )

성찰 동기 수준에 따른 차별화 교수 지원 전략을 모색하라3.2 .
▶ 예시 자기 성찰 동기 저하 학습자들에겐 동기 부여 피드백 적극 활용: 
▶ 예시 자기 성찰 동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에겐 높은 목표 설정 격려: 

온라인 토론 글 작성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토론 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라3.3 .
▶ 예시 토론 글 작성 팁 제공 우수 글 공유: , 

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4. .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내하라4.1 . 
▶ 예시 구글 서베이를 활용하여 토론 참여도 목표등급 사전에 설정 등급: (1-10 )

온라인 토론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여 학습계획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라4.2 .
▶ 예시 인지적 참여 수준 토론글 질적 평가지표 개인 참여도 게시글 수 댓글 수 제시: ( ) , ( , ) 

토론 
중

토론
활동 
중 

성찰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활동 중 성찰적 사고 촉진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라5. .

성찰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 후 학습자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5.1 
라.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제시하고 유형별 토론 예시 제공: ( / / / / )
▶ 예시 메시지 유형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론 유형을 확인하고 발산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정적 피드백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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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5.2 .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지원 대시보드에서 개인 참여도 : / / (

확인)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에 6.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

6.1 학습자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
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 예시: 팀의 경우 팀원 간 상호작용이 팀보다 활발하지 않으므로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2 5
답변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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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6.2 .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메일 문자 발송: /

참여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토론 참여를 독촉하라6.3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관리자페이지의 참여자 현황을 확인하여 학습자 참여 등급 경고 수준의 학습자들은 개: 1/2 < >
별 연락 이메일 문자( / )

토론 목표 달성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안내하고 학습목표를 상기시켜라6.4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목표 달성도를 학습자들에게 개별 통보 이메일 문자: 1/2 ( / )



- 84 -

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대시보드 결과를 활용하여 적시적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하라7. .

7.1 토론주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토론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
▶ 예시 학생 글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창의적인 공학물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은 그럼 무엇: OOO . 
이 있을까요?

토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7.2 .
▶ 예시 창의적인 공학 설계물의 요건을 세가지로 정리해주었는데 이러한 요건을 만족 하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물은 어: 
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정보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예시 학생  첫번째 게시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시자료를 잘 찾아주었네요 팀원들과 좋은 정보를 많:OOO ~ 
이 공유해보기 바랍니다.

토론 
후

토론
활동에 

대한 성찰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8. .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토론활동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라8.1 .
▶ 예시 토론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시보드를 접속하여 본인의 토론결과를 확인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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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관리전략 및 상세 지침

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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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교수관리전략의 효과

본 연구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교수관리 전략을 개
발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반응 평가를 통해 확인된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 
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관리전략은 토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습자의 참여도, 
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교수자는 참여도 대시보드와 상호작용 대시보. 
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온라인 토론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직관적
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처방적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
공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대시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자기 성찰
을 도모하여 토론활동의 참여도와 상호작용 정도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 시스템을 활용하여 . 
토론 글을 작성하고 동료 학습자의 게시글에 답글을 다는 학습활동에 대
한 안내와 대시보드 활용법에 대한 안내를 절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원활
한 토론 학습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이는 임병노 의 선행연구에서도 . (2005)
제시된 것처럼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토론 일정을 안
내하고 토론 절차를 명료화 하여 제시하며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개
별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의 관리적 역할과 토론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자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
니케이션에 필요한 대시보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인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 것으
로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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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교수관리전략 개발에 대한 탐색적 의의를 가, 
진다 그동안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연구들은 대시보드 설계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학습분석에 기반한 대시보드는 .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해줌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조절하여 내적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학습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 , , 2015, 

하지만 대시보드를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Lockyer & Dawson, 2011). -
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교수자가 대시보드를 통해 어떠한 , 
교수 학습적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침에 -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즉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화하여 . 
제공해 주지만 그 정보를 학습촉진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대시보드를 아무리 잘 설계하고 개발하( , , , 2015). 
여도 학습자가 대시보드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지 못하거나 대시보
드 활용법에 대해 미숙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학
습 행동을 성찰하고 학습 전략을 스스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자가 대시보드를 잘 .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지원 전략을 개발하였다 교수자는 토론 전 대시보. 
드의 활용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
고 토론 중 학습자들로 하여금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본인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스스로 본인의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 도
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대시. 
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동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유의미하게 활용되었
다 본 연구에서 한정된 연구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되었기 . 
때문에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이 효과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 
서 와 에 의하면 형성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교연구나 Richey Klein(2009) , 
학습 성과를 분석하는 양적연구를 통해 교수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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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관리전략의 개선 방향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학습자 자기성찰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관리전략을 실제 토론활동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관리
전략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 특성에 따라 보다 맞춤화된 대시보드 활용 교수 전략을 개, 

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 진단 도구 활용하여 사전 . 
에 학습자의 자기성찰 동기에 대한 진단을 하였으나 실제 토론활동 과정
에 교수 지원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실제 . 
학습자들이 토론 참여도 상황에 따라서 토론활동 절반이 지나도록 토론활
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독촉하는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성찰 동기 . 
수준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성
찰동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모범학습자의 학습패턴을 비교하고 본인의 
구체적인 참여등급을 알고 싶어하는 반면 성찰 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 
는 오히려 대시보드를 많이 확인하지 않게 된다고 답했다 이는 앞으로 학. 
습자 자기 성찰 동기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지침들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 설정과 토론 시스템의 대시보드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교수 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학습 목표 설정은 구글 서베이를 . 
통해 진행되었다 학습자들에게 목표등급을 공시하여 주고 학습과정에 학. 
습 목표를 상기하여 학습 계획을 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진행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와 목표 달성도를 .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면 좋겠다고 일부 답하였다 이는 시스템의 . 
한계점이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스템에서 학습 목표 입력하고 대시. 
보드에서 목표 달성도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자가 피드백
을 제공하면 교수자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교수전략을 운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토론 시스템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교수전략을 수정하고 . 
개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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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시보드 활용 교수 전략은 토론 후 성찰 보다 토론 중 성, ‘ ’ ‘
찰 에 더 집중하여 개선이 되어야 한다 예로 토론 루브릭 평가는 인지적’ . , 
인 참여 즉 토론 글의 질에 대한 평가와 학습자들에게 접속수 게시글 수, , 
댓글 및 답글 수 대시보드 확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개인 참여, 
도 점수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결과 일부 학습자들은 참여도 등급을 위해. 
서 무의미한 접속과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찰의 목. 
적은 학습자가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조절 기능과 사고과정을 
개발시키고 나아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위해서이다 이승(
희 대시보드를 학습자의 성찰적 도, 2002; Oliver & Mcloughlin, 1999). 
구로 활용하는 과정에 활동 결과를 성찰하기 위한 용도 보다는 활동 과정
을 모니터링 하고 적시적으로 학습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학습성과를 창출하는데 처방적 정보를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더 집
중하여 그에 맞게 교수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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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
수관리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온라인 토론 . , 
활동에서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 
온라인 토론 활동에서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의 내
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셋째 온라인 토론 활동에서의 대시보드를 활용한 ? ,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의 외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이다? .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ichey & Klein(2007)
의 설계 개발연구방법 중 의 모형 연구를 적용하여 교수전략을 개· Type 2
발한 후 타당화 검토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교수전략 개발 . 
단계에서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교수 전략과 상세 지침을 거쳤다. 
초기 교수전략은 총 가지의 일반 교수 전략과 가지의 상세 지침으로 7 24
구성되었으며 토론 활동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 . 

이후 전문가 타당화는 교육공학 전문가 인을 대상으로 총 회 실시하6 2
였다 교수 전략에 대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묻는 . , , , , 
나일주 정현미 등의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 (2001) 
으로 개별 교수 전략 및 지침에 대한 평가를 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전4 . 
문가 타당화 결과 확인된 주요 의견은 초기 교수 전략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되었다 수정된 교수 전략은 가지 일반설계 전략과 가지 상세 지. 7 21
침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교수전략을 대학교의 학부 전공 수업의 온라인 . I 
토론활동에 적용하고 토론 활동 및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교수전략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교수전략이 적용된 토론활동에 대해 학습자는 토론과정에 교수자의 적
시적인 피드백을 통해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참여도와 상호작용 정도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좋은 학습경험이었다고 응답했다 그. 
러나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보드 활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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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대시보드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학습과
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수자는 본 교수전략은 학습자들에게 토론과정에 대시보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론 참여도와 
상호작용 정도가 모두 향상되었음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본 교수전. 
략의 개발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반면 교수자는 개별적으로 학습자들. , 
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토론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어
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설문과 학습자 및 교수자 심층면담을 통해 교수 전략의 강점 약, 
점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교수전략을 도출하였다 최종 전, . 
략은 성찰을 위한 학습 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토론 활동 중 성찰‘ ’, ‘ ’, ‘ ’,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 개의 성찰 절차에 따라 총 개의 일반 교수전략 ‘ ’ 4 8
아래 총 가지의 상세 지침을 도출하였다20 .

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
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수 전략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교수관리전략은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를 활용하여 자기 성찰을 지원하는 학습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대시보드 활용과 온라인 . , 
토론활동에서의 자기성찰 활동 등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자기성찰을 지원하기 위한 교
수전략을 도출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 평가
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수정 및 개선하였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로 하여. 
금 해당 교수전략을 적용한 온라인 토론활동을 진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제 토론 활동에서 각 상세 지침들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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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최적의 예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최종 교수관리전. 
략과 상세 지침 및 예시들은 실제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
보드 활용에 대한 교수적 지원을 도모하고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데 효과
적인 것으로 보고되었거나 구체적인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을 근거로 수
정 및 보완한 것으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토론활동을 지원하거, 
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자기성찰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일반 교수관리전략과 상세 지침은 학습활동의 특성이나 ,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황이나 반응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 
인할수 있는 부분은 개발된 모든 전략을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교수자는 물론 학습. 
자에게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활동 시스템 환경과 . 
학습자의 요구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가 많은 경우 모든 학습자들의 토론 내용과 . , 
상황을 개별적으로 로 피드백을 주는 교수 활동 보다는 토론 시스템 1:1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 
관리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 지원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교수자가 단순하게 학습자에게 토론 시스템 활용. 
법을 안내하고 토론 결과를 알려주는 것보다 학습자가 토론활동 과정에 
대시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자는 대시보드를 , 
통해 처방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 
통해 학습자들이 토론활동을 반성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토론 참여도와 학
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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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토론 기간 안에 교수 전략이 토론활동에 충분히 적용되지 , 
못하였다 토론 전 성찰의 목적와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성찰의 중요성을 . 
강조하는 전략 지침 은 교수 전략을 도출하고 적용하는데 충분한 준비( 2.1)
시간을 갖지 못하여 학습자들과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성찰 동기 수준에 따른 차별화 교수 지원 전략 지침 또한 . ( 3.2) 
동기수준에 대한 사전 검사는 진행하였지만 토론 진행 과정에 모든 학습
자들에게 동기 수준에 맞게 피드백을 제공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토론 후 . 
토론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 은 결과물에 대한 (8.2)
평가는 진행하였지만 토론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개별적
으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 또한 교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임성태와 . 
김은희 연구에서는 추천 피드백 안내 대시보드와 게시글 분석 대시(2017)
보드를 개발하여 교수자 관점에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수행 정보를 직관
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별로 추천된 피드백을 교수자가 유용하게 활용하
도록 교수자 피드백  분류체계표를 대시보드로 설계하였다 앞으로 인공지. 
능 기반의 교수자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수 모형을 개발하여 대
시보드를 통해 적시적으로 학습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개별화 피드백을 
추천해주는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시스템과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자와 시스템 개발자 , 
간 협업적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대시보드는 대부분 . 
컴퓨터 공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시각화 기술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진성(
희 유미나 대시보드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때 느끼는 불편한 , , 2015). 
점과 교육학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은 고스란히 교
수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때문에 교수 학습 장면에서 필요한 대시보. 
드의 구현 방법과 그에 따른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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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원활한 온라인 토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와 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교수설계 이론이나 , Reigeluth Frick(1999)
모형은 반복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
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도 제기하였다 시피 적용하지 못했던 교수 전략을 . , 
포함하여 핵심적인 교수관리전략 위주로 반복적으로 다양한 교수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교수관리전략을 최적화하고 교수 전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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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수전략에 대한 차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2] 2

부록 학습자 자기 성찰 동기 사전 검사지[ 3] 

부록 온라인 토론 활동 가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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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초기 교수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1]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 개발
온라인 토론활동을 중심으로 - -

전문가 검토- -

본 자료에서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생략함( ) 

 
안녕하십니까 ?
본 연구는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 

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 
설문은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에 앞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출한 교수
전략 및 지침에 대한 타당화를 검토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본 설문은 .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 , 
도출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촉진 교수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출한 전략 및 상세 지침에 . ,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전략 전략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하고
자 합니다. 
선생님의 참여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 

관리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 
은 약 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30 ,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년 월 2018 10
연구책임자 한옥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생 ( jadey.h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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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리전략에 

대한 타당화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Ⅴ
용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용어(-> )로 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시 자기 평가 . ) 성찰 통합(-> )
교수전략 전반에 대한 설문지(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점(1 )

그렇지 않다
점(2 )

그렇다
점(3 )

매우 그렇다
점(4 )

설명력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관

리전략에 필요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

기성찰을 지원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

기성찰 지원을 위한 일반 교수전략과 상세 지침은 실제 온라인 
토론활동을 진행하는데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보편성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

기성찰 지원을 위한 교수 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

기성찰 지원을 위한 교수 전략은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었다.
① ② ③ ④



- 111 -

개별 교수 전략 및 지침에 대한 설문지 (2) 

항목 척도

일반 교수전략 및 상세 지침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점(1 )

타당하지 
않다

점(2 )

타당하다
점(3 )

매우 
타당하다

점(4 )

1.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진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자신의 학습 목표와 구체적인 학습 계획 설정방법을 안내하라1.1 . 
▶ 예시 토론학습 기대 참여도 수준 참여도 등급 제시 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내: ( )
▶ 예시 토론 학습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여 학습자 참여 계획 설정하도록 안: 
내

① ② ③ ④

학습 과정 중에 학습자에게 목표를 상기시켜라1.2 .
▶ 예시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 
▶ 예시 학습기간 경과 후 교수자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등급 경고 수: 1/2 < >
준의 학습자들은 개별 연락 이메일 문자 메세지( / )

① ② ③ ④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안내하라1.3 .
▶ 예시 학습자 개인의 목표를 팀원들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안내: 

① ② ③ ④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거나 다음 목표를 설정하1.4 
도록 안내하라.

▶ 예시 토론학습 상황에 따라 추가 학습 기초 지식 학습 심화 토의 을 진행할 수 있: (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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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을 조성

학습자 개인과 팀의 학습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2. .

학습활동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행 사항을 시각화하2.1 
라.

▶ 예시 사전 안내 및 공지사항을 통해 토론학습 시간 내용 활동 도구 및 대시보드 : , , , 
활용법 제시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토론 일정을 시각화하여 안내: 

① ② ③ ④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2.2 
시각화하여 지원하라.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도 정보를 시각화하여 안내 : 

① ② ③ ④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2.3 
수 있도록 지원하라.

▶ 예시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팀 간 상호작용 정보를 시각화하여 안내: /

① ② ③ ④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모범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패턴 분석 결2.4 
과를 제시하라.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급 전체 팀 개인의 참여도 현황을 시각화하여 안: / /
내

① ② ③ ④

팀 내 팀 간 학습진행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2.5 /
록 정보를 제시하라.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소속 팀과 본인의 참여도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 
제시
▶ 예시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팀 내 팀 간 상호작용 정도를 노드 굵기로 표시: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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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성찰 동기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하게 3.1 
안내하라.

① ② ③ ④

성찰이 활동 완료 후의 학습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3.2 
라 학습 과정 자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 예시 본인의 토론활동 참여정도를 루브릭으로 평가 할 수 있게 제시: 

① ② ③ ④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3.3 
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

▶ 예시 차 토론 참여도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를 차 토론 활동 목표 수립 시 참고: 1 2
할 수 있도록 안내 

① ② ③ ④

4. 원활한 온라인 토론 학습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라.

4.1 학습자에게 해당 시스템과 도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
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작korila.or.kr)
하여 제공

① ② ③ ④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마련하라4.2 .
▶ 예시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 팀별 토론 게시판 제공: , 

① ② ③ ④

학습 및 발달 과정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4.3 
하여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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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관리자 페이지의 학습자 참여도 현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도 데이: 
터 확보

5. 토론과정에 효율적인 팀 활동을 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

5.1 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팀을 구성하여 동료학습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라.

▶ 예시 오프라인에서 팀을 구성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① ② ③ ④

5.2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 
하라.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제시: ( / / / / )
하고 토론 예시 제공

① ② ③ ④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5.3 
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 / /
지원

① ② ③ ④

6. 메타인지가 낮은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유발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칭찬 및 격려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6.1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메타인지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질6.2 
문생성 피드백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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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하라6.3 . ① ② ③ ④

7. 생산적 토론학습 활동을 위한 동기 강화 피드백을 제공하라.

학습자가 토론내용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피드백7.1 
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학습활동 수행에 핵심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과제 수행 과정을 반7.2 
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과제해결 7.3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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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수전략에 대한 차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2] 2

앞 소개 부분 생략( )

$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찰 교수 ㅋ전략[ 에 

대한 타당화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Ⅴ
용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용어(-> )로 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시 자기 평가 . ) 성찰 통합(-> )

교수전략 전반에 대한 설문지(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점(1 )

그렇지 않다
점(2 )

그렇다
점(3 )

매우 그렇다
점(4 )

설명력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

찰 촉진 교수전략에 필요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

찰 촉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

찰 촉진을 위한 일반 교수전략과 상세 지침은 실제 온라인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데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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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수 전략 및 지침에 대한 설문지 (2) 

항목 척도

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전략 및 상세 지침

전혀 
타당
하지
않다 
점(1 )

타당
하지 
않다

점(2 )

타당
하다

점(3 )

매우 
타당
하다

점(4 )

토론
전

성찰
을 

위한
학습

학습자에게 온라인 토론 시스템과 성찰도구 대시보드 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1. ( ) . ① ② ③ ④

학습자에게 온라인토론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1.1 
연습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korila .or.kr)
▶ 예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 예시 사전 토론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연습 진행 차 토론: (1 )

① ② ③ ④

학습자에게 토론활동 대시보드 성찰도구 활용목적과 활용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라1.2 ( ) .
▶ 예시 참여도 상호작용 대시보드 활용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안내 : /

참여도 대시보드 막대 도표 개인 참여도 확인 방법 접속횟수 댓글수 글 작성수 토론글 길이 등         : , ( , , , )
상호작용 대시보드 노드 굵기 화살표 방향 등         : , 

① ② ③ ④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라2. . ① ② ③ ④

보편성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

찰 촉진을 위한 교수 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활용한 자기성

찰 촉진을 위한 교수 전략은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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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온라인토론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학습자와 공유하라2.1 ( ) .
▶ 예시 학습과정에서 성찰의 중요성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성찰적 사고 촉진 효과 등을 학습자들에게 안내: , 

① ② ③ ④

학습자 특성 성찰동기 수준 컴퓨터 글쓰기 능력 등 을 고려하여 토론활동을 지원하라2.2 ( , ) .
▶ 예시 자기성찰동기 컴퓨터 쓰기 능력 등 사전 검사 진행 학습자 특성 사전 검사 설문지: , ( )
▶ 예시 온라인 토론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토론 예시 제공: 
▶ 예시 성찰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성찰적 도구 대시보드 성찰일지 활용 적극 지원: ( , ) 

① ② ③ ④

토론
활동
을 

위한 
성찰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진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3. 
도록 안내하라.

① ② ③ ④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내하라3.1 . 
▶ 예시 구글 서베이를 활용하여 토론 참여도 목표등급 사전에 설정 등급: (1-10 )

① ② ③ ④

온라인 토론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여 학습계획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라3.2 .
▶ 예시 인지적 참여 수준 토론글 질적 평가지표 개인 참여도 게시글 수 댓글 수 제시: ( ) , ( , ) 

① ② ③ ④

토론 
중

토론
활동 
중 

성찰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활동 중 고차적 사고 반성적 사고 촉진 과정을 모니터링 하4. ( )
도록 지원하라.

① ② ③ ④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라4.1 .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제시하고 유형별 토론 예시 제공: ( / / / / )
▶ 예시 메시지 유형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론 유형을 확인하고 발산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정적 피드백 제공 : 

① ② ③ ④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4.2 
록 지원하라.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지원 대시보드에서 개인 참여도 확: / / (
인)

① ② ③ ④

토론 의견을 팀단위로 종합하도록 안내하여 심화토론을 촉진하라4.3 .
▶ 예시 팀단위로 의견종합 토론관리 메시지 유형을 활용하도록 유도: ( / )

① ② ③ ④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5. 
학습 과정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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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
5.1 학습자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 예시 팀의 경우 팀원 간 상호작용이 팀보다 활발하지 않으므로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답: 2 5
변하는 것을 유도 

① ② ③ ④

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5.2 
라.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메일 문자 발송: /

① ② ③ ④

교수자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를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5.3 
라.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교수자 대시보드를 확인 후 학습자 참여 등급 경고 수준의 학습자들은 개별 연락 이메일: 1/2 <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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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거나 다음 목표를 설정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5.4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교수자 대시보드를 확인 후 목표 달성이 어려운 학습자들에게 개별 연락 이메일 문자: 2/3 ( / )

① ② ③ ④

교수자 대시보드 결과를 활용하여 적시적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6. 
하라.

① ② ③ ④

6.1 토론주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토론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
▶ 예시 학생 글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창의적인 공학물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은 그럼 무엇이 : OOO . 
있을까요?

① ② ③ ④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6.2 
정보를 제공하라.

▶ 예시 창의적인 공학 설계물의 요건을 세가지로 정리해주었는데 이러한 요건을 만족 하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물은 어떤 :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정보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학생  ~ .^^ :OOO 
첫번째 게시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시자료를 잘 찾아주었네요 팀원들과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해보기 바랍니~ 
다.

① ② ③ ④

토론 
후

토론
활동
에 

대한 
성찰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7. 
안내하라.

① ② ③ ④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토론활동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라7.1 .
▶ 예시 토론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시보드를 접속하여 본인의 토론결과를 확인해보세요: . .

① ② ③ ④

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7.2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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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하7.3 
라.

▶ 예시 반구조화 성찰일지 양식 제공 구글 문서: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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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습자 자기 성찰 동기 사전 검사지[ 3] 

온라인 토론 활동에 대한 학습자 특징 검사
         조  

                                                            
성 명                                     

항목 번호 문 항

응답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Engage
ment 

in 
self-ref
lection

1
나는 내 생각에 대해 자주 다시 
생각해 본다.

□1 □2 □3 □4 □5

2
나는 내 감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5

3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5

4
나는 내 생각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Need 
for 

self-ref
lection

6
나는 내 행동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7
내가 한 일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1 □2 □3 □4 □5

9
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0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1
나는 내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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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온라인 토론 활동 가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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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습자 반응 설문지[ 5] 

온라인 토론 활동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검사

          조
 

                                                            
성명                                         

번
호

문 항

응답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온라인 토론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2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이나 
생각을 읽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1 □2 □3 □4 □5

3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1 □2 □3 □4 □5

4
온라인 토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용한 경험
이었다.

□1 □2 □3 □4 □5

5
토론 전 제공된 토론활동 가이드 토론 시스템 (
활용법 토론 평가 기준 제시 등 는 토론활동에 , )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토론 전 본인의 토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7
토론 중 교수자가 참여도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토론활동
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8
토론 중 교수자가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
과 팀 학급의 참여도 상황을 비교하도록 한것, 
은  토론활동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9 토론 중 교수자가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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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응답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인과 팀내 팀간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도록 , 
안내한 과정은 토론활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10

다른 동료학습자들의 토론글을 읽고 본인의 생
각과 비교하면서 댓글을 달도록 안내하여 학습
활동을 진행한 과정은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1
토론 활동 중 교수자튜터 의 댓글 토론 내용을 ( ) (
반추하는 질문 은 토론 활동을 수행하는데 동기)
부여가 되었다. 

□1 □2 □3 □4 □5

12
토론 활동 중 교수자튜터 의 과제에 대한 피드( )
백은 토론 활동의 인지적 참여 생산적 참여 를 ( )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3
토론 과정에 교수자가 메일 문자 등으로 학습, 
활동 목표를 상기시키는 과정은 학습 목표를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4
토론 후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학습결
과를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 한것은  토론 활동
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5
토론 후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팀내 팀간 /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본
인의 토론 활동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6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토론 활동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기타 의견은 자유롭게 기술해주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31 -

부록 학습자 반응 면담 질문지[ 6] 

전반적인 교수 전략에 대한 질문< > 
학습방법 교수 전략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 측면 은 무엇입니까1. ( , ) ( ) ?

전반적으로 제시된 학습방법 교수 전략 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 ( ) ? 
학습방법 교수 전략 학습하는데 방해가 된 방법 측면 은 무엇입니까3. ( , ) ( )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시된 학습방법 교수 전략 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4. , ( )
하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설계 전략 및 지침에 대한 질문< > 

토론 전 성찰에 대한 학습 활동을 위한 성찰: , 
토론 전 제공된 토론활동 가이드는 어떠했습니까 시스템 활용 법 토론 루브5. ?( , 

릭 제시 등) 
토론 전 본인의 토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6. ?
토론 전 토론 시스템 상 토론게시판 구성은 어떠했습니까7. ?
토론 전 학습 활동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입니까8. , , ? 

토론 중 활동 중 성찰: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은 어떠했9. 

습니까?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과 팀 학급의 참여도 상황을 비교하도록 하는 10. ,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과 팀내 팀간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도록 11. , 

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12. 

비교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추천 댓글 등? ( / )
생산적인 토론활동을 위해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은 어떠했습니13. 

까 교수자 댓글? ( )
토론 과정에 메일 문자 등으로 학습활동을 상기시키는 전략은 어떠했습니14. , 

까? 
토론 활동에 적용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입니까15. , , ? 

토론 후 활동에 대한 성찰: 
토론 후 본인의 토론 참여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16. 

까?
토론 후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도 상호작용 정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전략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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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했습니까?
토론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제공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18. ? 
토론 후 학습활동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입니까19. , , ? 

전반적인 교수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 > 
온라인 토론학습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20. ?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1. ? 
전반적으로 제시된 학습 방법 교수 전략 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22. ( )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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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성찰
절차

일반 교수전략 및 상세 지침

토론
전

성찰을 
위한
학습

학습자에게 온라인 토론 시스템과 성찰도구 대시보드 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1. ( ) .

학습자에게 온라인토론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1.1 
환경을 마련하라.

▶ 예시 온라인토론활동시스템: ( 을 활용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korila.or.kr)
▶ 예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 예시 사전 토론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연습 진행 차 토론: (1 )

학습자에게 토론활동 대시보드 성찰도구 활용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라1.2 ( ) .
▶ 예시 참여도 대시보드 막대 도표 개인 참여도 확인 방법 접속횟수 댓글수 글 작성수 토론글 길이 등: : , ( , , , )

상호작용 대시보드 노드 굵기 화살표 방향 등      : , 

학습자들에게 성찰적 도구로써 대시보드 활용을 적극 권장하라1.3 .
▶ 예시 대시 보드 활용 목적 및 활용 사례 공유: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찰을 하도록 학습자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라2. .

성찰의 목적과 온라인 토론활동에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라2.1 .
▶ 예시 토론활동 안내 가이드에 포함: 

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온라인 토론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학습자와 공유하라2.2 ( ) .
▶ 예시 학습과정에서 성찰의 중요성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성찰적 사고 촉진 효과 등을 학습자들에게 안내: , 

학습자 맞춤형 토론활동 지원을 위해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라3. .

부록 최종 수정된 교수전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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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하라3.1 
▶ 예시 자기성찰동기 컴퓨터 쓰기 능력 등 사전 검사 진행 학습자 특성 사전 검사 설문지: , ( )

성찰 동기 수준에 따른 차별화 교수 지원 전략을 모색하라3.2 .
▶ 예시 자기 성찰 동기 저하 학습자들에겐 동기 부여 피드백 적극 활용: 
▶ 예시 자기 성찰 동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에겐 높은 목표 설정 격려: 

온라인 토론 글 작성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토론 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라3.3 .
▶ 예시 토론 글 작성 팁 제공 우수 글 공유: , 

토론
활동을 

위한 성찰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4. .

토론활동 참여도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안내하라4.1 . 
▶ 예시 구글 서베이를 활용하여 토론 참여도 목표등급 사전에 설정 등급: (1-10 )

온라인 토론 평가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여 학습계획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라4.2 .
▶ 예시 인지적 참여 수준 토론글 질적 평가지표 개인 참여도 게시글 수 댓글 수 제시: ( ) , ( , ) 

토론 
중

토론
활동 
중 

성찰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토론활동 중 성찰적 사고 촉진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라5. .

성찰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 후 학습자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5.1 
라.

▶ 예시 다양한 메시지 유형 의견제안 정보제안 도움요청 의견종합 토론관리 을 제시하고 유형별 토론 예시 제공: ( / / / / )
▶ 예시 메시지 유형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론 유형을 확인하고 발산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정적 피드백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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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도록 지원하라5.2 .
▶ 예시 토론 게시판의 추천 댓글 답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지원 대시보드에서 개인 참여도 : / / (

확인)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에 6.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 .

6.1 학습자 상호작용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과 팀의 학습상태를 자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 예시: 팀의 경우 팀원 간 상호작용이 팀보다 활발하지 않으므로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2 5
답변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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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참여도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자 참여 수준을 상시적으로 상기할수 있도록 안내하라6.2 . 
▶ 예시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도록 메일 문자 발송: /

참여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토론 참여를 독촉하라6.3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관리자페이지의 참여자 현황을 확인하여 학습자 참여 등급 경고 수준의 학습자들은 : 1/2 < >
개별 연락 이메일 문자( / )

토론 목표 달성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안내하고 학습목표를 상기시켜라6.4 .
▶ 예시 토론기간 경과 후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목표 달성도를 학습자들에게 개별 통보 이메일 문자: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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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결과를 활용하여 적시적으로 토론활동에 대한 처방적 피드백을 제공하라7. .

7.1 토론주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토론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
▶ 예시 학생 글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창의적인 공학물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은 그럼 무엇: OOO . 
이 있을까요?

토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7.2 .
▶ 예시 창의적인 공학 설계물의 요건을 세가지로 정리해주었는데 이러한 요건을 만족 하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물은 어: 
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정보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예시 학생  첫번째 게시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시자료를 잘 찾아주었네요 팀원들과 좋은 정보를 :OOO ~ 
많이 공유해보기 바랍니다.

토론 
후

토론
활동에 

대한 성찰

성찰의 결과가 실천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대해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라8. .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토론활동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라8.1 .
▶ 예시 토론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시보드를 접속하여 본인의 토론결과를 확인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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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 루브릭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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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educational paradigm 
shifts from teacher-centered to learner-centered participatory 
methods that the meaning of the design expanded to designing 
strategies and methods to facilitate learning through interaction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learner and various learning 
activities.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are one of the most focused 
methods to help learners develop high order thinking skills by 
supporting social interaction and reflection activities. Howev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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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where professors and learners 
are separated, it is difficult for learners to simultaneously 
acquire learning prescription to manage, reflect, and coordinate 
non-simultaneous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In a way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learn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s during online discussions, the Learning 
Analytics Dashboard(LAD) provides learners with information 
about how they are participating in online discussions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while providing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discussion activities. However, effectively using 
dashboard to support learners' self-reflection requires a 
functional shift in the macro aspect of the instructor as a 
facilitator. However,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how that 
there is a lack of instructional management strategies to provide 
prescriptive feedback on the discussion activities based on 
appropriate intervention through role changes and dashboard 
results,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with 
specific guidance for support self-reflection using dashboard on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according to instructor and learners' 
responses. In this study,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type 2 was conducted to explore and relevant design 
strategies. Firstly, initial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ly, internal validation was 
conducted with six educational technology experts in two stages. 
And then, learners' reaction to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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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after 
they were attended online discussion activity using an online 
discussion system for one week. Finally, the final revised 
instructional strategies consists of eight general strategie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four reflection procedures: 
‘Learning for reflection’, ‘reflection for discussion activities,’ 
‘reflection in discussion activities ’ and ‘reflection on discussion ，
activities’ with 20 detailed guidelines were derived by analyzing 
learners' opin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developed. These issue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that include the study of continuously improves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instructional strategies, the study of the 
individualized instructional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the study using the dashboard to 
improve the quality of discussion through analysis of discussion 
contents and the study on the instructional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feedback system.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research include thelearners 
responded that it was a good learning experience to monitor the 
degreeof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in real time using the 
dashboard throughtimely feedback from the professor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However, theguide of discussion activity has 
been provided, it was unsure how to identifythe dashboard and 
how to use the contents for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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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veloped 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support 
self-reflection using dashboard in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It 
is meaningful that the instructional management strategies 
derived from the review of prior literature provided specific 
guidance and examples that could be available to the professors 
through the iterative modification and complementary process 
based on the twice expert reviews and respons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Keywords : Dashboard, Instruc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Self-reflection

Student Number : 2017-2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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