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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로 인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다른 사

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

장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 대한 관심

이 높다. 스마트기기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비형식학습과 형식학습을

연결하며,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협력학습의 도구로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습

자들은 협력학습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을 겪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도제의 프레임워크 아래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협력학습에서 교수자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용

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지원전략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화 및 현장 적용을 통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개발된 지원전략은 내적으로 타당한가?

셋째, 개발된 지원전략이 적용된 협력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

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개발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지원전략을 개발하

였다. 그리고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원전략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교사 1인과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학습자들은 3-5인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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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자유권 제한’을 주제로 한 협력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업

의 단계별로 지원전략을 적용한 교수지원을 제공받았다. 수업 적용 후

교수자 면담, 학습자 설문 및 면담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수

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양적 자료는 기술통계, 질적 자료는 개방코딩

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원전략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지원과 학습환경의 두 범주 아래 모델링, 코칭, 스캐폴

딩, 성찰, 교실 문화 조성, 접근성, 통합성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 21개의

하위 지원전략으로 구성된 최종 지원전략과 단계별 지원방법, 학습자 지

원도구가 개발되었다. 최종 지원전략은 인지적 도제의 방법적 요소에 기

초한 교수지원 범주 지원전략 및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및 교수지원의 효

과성 증진을 위한 학습환경 구성과 관련된 학습환경 범주 지원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수지원 범주의 구성요소로는 교수자가 협력학습 수행

과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모델링, 교수자가 협력학습의 과정을 모니터

링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코칭, 학습자의 현 수준보다 높

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스캐

폴딩,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촉진하는 성찰의 네 가

지 구성요소와 16개 하위 전략이 도출되었다. 학습환경 범주의 구성요소

로는 교실 내 협력과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문화 촉진과 관련된 교실

문화 조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성, 온·오프라인상의 상호작용 및 활동의 유기적 연결을 의미하는

통합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5개 하위 전략이 도출되었다.

수업 적용 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면담 및 설문을 통

해 수업에 적용된 지원전략 및 학습자 지원도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수준이 향상되고, 수업

에서 배운 상호작용 방법을 다른 교과에서의 피드백 활동에 적용하는 전

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의 장점으로 인식하

였으며, 모델링에 해당하는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

하였다.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기회 확대 및 수준 향상,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의 검색과 공유 등을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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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장점으로 인식하였으며, 학습자 지원도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교수자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차로 인한 수업

진행상의 어려움과 활동 주제의 어려운 난이도, 코칭에 있어서의 현실적

인 어려움을 지원전략 적용의 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학습자의 경우 모

둠 내 의견충돌, 기기 사용 미숙, 예시의 다양성 부족 등을 활동상의 어

려움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교수자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도입하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효과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

락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

해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스마트기기, 협력학습, 상호작용, 인지적 도제, 개발연구

학 번: 2017-2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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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능정보화’ 혹은 ‘지식 기반 사회’에 접어들

면서 더 이상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가치 있는 산출물을 창출하기 어려워

졌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적, 사회적

변화 아래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본래 인간의 것으로 여겨졌

던 지적 업무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

하고 구조화된 반복적 문제보다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다각

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간의 협력이 요구

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협력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개인 차원에서

떠올리기 어려운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한

다(Cohen, 1994; Nelson, 1999). 이 때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최신 테크

놀로지들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들을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룹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연속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이에 OECD,

UNESCO, ATC21S 등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가

는 데 필요한 21세기 역량 중 하나로서 협력과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Binkley et al., 2012; Häkkinen et al., 2017;

Voogt & Roblin, 2012). 협력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way of working),

테크놀로지는 업무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tools for working)로서 21세기

사회에서의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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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위키,

SNS, UCC 등을 비롯한 웹 2.0 도구들을 활용한 협력학습 방안이 활발

히 연구되어 왔으며(김도헌, 2014; 김성룡, 박수홍, 강문숙, 2010; 김희영,

나세리, 2016),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테크놀로지를 협력학습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현주, 임정훈, 2014;

조영환 외, 2017). 특히 스마트기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을 부각시키고, 실생활 속의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을 형식학습 내

에 편입시키며,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협력학습의 도구로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강인애, 임병노, 박

정영, 2012). 스마트기기는 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 논의를 통해 그룹

단위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김현주, 임정훈, 2014;

윤정현, 강석진, 노태희, 2016), 토론 활동(김희봉, 김소현, 박종민, 2011),

학습 내용이 적용된 사례 공유 활동(Wong, Chin, Tan, & Liu, 2010) 등

다양한 협력학습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2018학년도부터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가 초, 중, 고등학교에 단계적으

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 2016).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이 항상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협력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역량에 더해 협력에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이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

동으로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창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유지원, 2016;

이애화, 2015; Vuorikari, Punie, Carretero, & van den Brande, 2016). 그

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물론, 일상적으로 디

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익숙한 대학생들마저도 협력학습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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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는 사실이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테크놀로

지를 어떤 용도로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크다(Bennett &

Matton, 2010; Margaryan, Littlejohn, & Vojt, 2011; van Deuren & van

Dijk, 2014). 또한 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테크놀로지를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학습에 활용하며, 테크

놀로지가 학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조영환,

김윤강, 황매향, 2014; Kirschner & van Merriënboer, 2013; Margaryan

et al., 2011).

최근 OECD에서 발표한 PISA 2015 결과에 따르면 학습 맥락에서 한

국 학생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PISA는

2009년부터 측정도구의 일부로 각국 학생들의 ICT 친숙도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PISA 2015의 ICT 친숙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OECD 평

균에 비해 학교 안과 밖 모두에서 학습 용도의 디지털기기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활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 디지털기기를 사용하

는 빈도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테크

놀로지를 협력학습에 사용해 본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

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흥미(30위)’, ‘역량에 대한

인식(30위)’, ‘기기사용에 대한 자율성(31위)’, ‘사회적 상호작용(30위)’은

모두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협력학습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본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은 교수자의 의

도와 달리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중 가

장 대표적인 문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상호작용의 질 저하이다.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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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단문의 피상적인 글 또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관련된 과제와 무관한 글을 주로 작성하거나, 과제

분담과 관련된 간단한 메시지만을 주고받는 등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병현, 2014; 정한호, 2015).

이로 인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일반적인 컴퓨터 기반 협

력학습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식 구성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Sun, Lin, Wu, Zhou, &

Luo, 2018).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이 협력적 자기효능

감, 학업성취도 등 협력학습의 효과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변인임을 고려

했을 때,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서희전, 강명희, 2005; 임규연, 김희

준, 박하나, 2014; Jonassen & Kwon, 2001).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상호작용이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수록, 상호작용이 서로의 아이

디어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비판하고, 발전시키며 공동의 지식을 구성

하는 성격을 띨수록 협력학습의 성취에 효과적이다(Chiu & Hsiao, 2010;

Teasley, 1997; Webb, 1999). 그러므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과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교수자

가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다(김현주, 임정훈, 201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중 하나인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지적 도제란 학습자들

이 전문가의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과제 수행 전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문가의 교수적 지원 아래 실제 과제를 수행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문제해결 전략을 내면화할 수 있

도록 촉진하는 교수방법을 의미한다(조미헌, 이용학, 1994). 인지적 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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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해결력을 비롯한 학습자들의 고차적인 인지적, 메타인지적 기능

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안되었으며(Brown, Collins, &

Duguid, 1989; Collins, Brown, & Newman, 1989), 관련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도제가 웹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웹기반 교육공학 강좌,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강좌, 웹기반 논변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학습맥

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및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음

을 보고하고 있다(Dickey, 2008; Kuo, Hwang, Chen, & Chen, 2012;

Tsai, Jack, Huang, & Yang, 2012).

이처럼 인지적 도제가 스마트기기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인지적 도제의 각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다. 모델링,

스캐폴딩, 코칭과 같은 인지적 도제 방법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이철희, 조미헌, 2005; 연혜진, 조미헌,

2005; Dickey, 2008; Kuo et al., 2012), 구체적인 활용 전략이나 고려사

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도제의 프

레임워크 아래 지금까지 협력학습 맥락에서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제시된 전략들을 종합하고, 이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수행하

고자 할 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효과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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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지적 도제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

고, 해당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

상을 위한 지원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개발된 지원전략은 내적으로 타당한가?

셋째, 개발된 지원전략이 적용된 협력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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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높은 휴대성과 다양한 기능을 지닌 네트

워크 기반 디지털 기기로 정의한다. 스마트기기는 모바일기기의 기본적

특성인 이동성에 더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강인애 외, 2012; 김현주,

임정훈, 2014). 이는 둘 이상의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지식을

구축해나가는 학습형태(Dillenbourg, Baker, Blaye, & O’Malley, 1996)인

협력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스마트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둘 이상의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지식을

구축하는 학습으로 정의한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

는 자료 공유, 동시적·비동시적 의사소통, 공동 작업 등의 기능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며, 이동성을 바탕으로 교실 내 형식학습과 교실 밖 비형식

학습을 연계함으로써 협력의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확장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Bocconi & Trentin, 2014).

나. 상호작용의 질

Wagner(1994)는 상호작용을 학습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

소 중 하나로, 둘 이상의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협력학습 상

황에서 학습자 간에 면대면 또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비언어

적 의사소통에 국한하고, 상호작용이 협력적 지식 구성의 과정과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상호작용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의 질은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과

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Veerman & Veldhuis-Diermanse, 2001),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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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의 유형이 지식의 공동 구축 과정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Weinberger & Fischer, 2006)에 의해 판단된다.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메시지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발전시키는 특성을 지닐 때 해당

메시지가 지식의 공동 구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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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가. 협력학습의 개념 및 특징

협력학습은 넓은 관점에서 둘 이상의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함께 학습

하거나 학습하고자 시도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Dillenbourg,

1999). 둘 이상의 학습자가 공동으로 학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협력학

습은 협동학습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은

학습이 수행되는 방식이나, 중시하는 바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학습의

맥락에서 협력(collaboration)과 협동(cooperation)이 갖는 의미 차이를 살

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Hesse와 동료들(2015)에 따르면,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이 작

업하는 활동으로 지식 혹은 의견의 교환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합의된 역할 분배를 의미하는 협동(cooperation), 적극

적이고 통찰력 있는 참여를 내포하는 반응성(responsiveness)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단순히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성취되는 활동을

의미하는 협동보다 더욱 폭넓은 개념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Dillenbourg와 동료들(1996)은 협력을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이 각자 문제해결

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협동과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

동학습이 교수자의 긴밀한 통제 하에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거나 최종 결

과물을 산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협력학습은 공동의 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그룹의 행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 수용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anitz, 1999). 이와 같이

협력학습에서는 구성원들의 능동성과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구성원 모두가 학습 과정에 대한 공동의 인지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요구된다(Scardamali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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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협력학습은 둘 이상의 학습자들이 학습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지식을 구축해나가는 학습형태로 정의

할 수 있다. 협력학습은 개별학습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협력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질문과 설명을 주고받으며 개인의 인지

구조를 정교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의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혼자 도달하기 어

려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Fischer, Kollar,

Stegmann, & Wecker, 2013; Hesse et al., 2015; Teasley, 1997).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적 학습(interactive learning)이 개인의 구성적 학습

(constructive learning)보다 학습 효과가 높다는 Chi(2009)의 연구결과

또한 협력학습의 효과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협력학습이 항상 개별학습보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효과적

인 협력학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모든

그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그룹원들이 협력학

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지니고, 협력학습의 전 과

정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cardamalia,

2002). 그룹 내 참여를 회피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존재하

거나, 협력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원들이 존재할 경우

협력학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Chiu & Hsiao, 2010; Kerr &

Bruun, 1983). 한편 그룹 내 특정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등 참

여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도 협력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amaguchi, 2001).

그룹원 간 상호작용의 질 또한 협력학습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미를 협상하며,

공동의 지식을 구축해나가는 기본적인 바탕으로서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

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변인 중 하나이다(Jonassen & Kwon,

2001). 그룹 내 상호작용이 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보 전달이나 과제 분담 같은 피상적인 내용에 국한된다

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Lipponen, Rahikainen, Lall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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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kkarainen, 2003; Stahl, 2005).

마지막으로, 그룹 차원의 조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

학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룹원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

는 것에 더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룹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활동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Hesse et

al., 2015; Järvelä et al., 2015). 이는 개인 차원의 자기조절학습

(self-regulated learning)과는 구분되는 그룹 차원의 조절을 요구한다.

그룹 차원의 조절은 자기조절 기술이 더 뛰어난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자기조절을 지원하는 공동조절(co-regulation)과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룹의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학습조절

(socially shared regulation of learning)을 포함한다(조영환 외, 2017;

Hadwin & Oshige, 2011). 협력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룹의 경우

그룹 차원의 조절 활동이 협력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

렇지 못한 그룹은 조절 활동이 저조하거나 과제 마감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Kwon, Liu, & Johnson, 2014).

앞서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협력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컴퓨

터 기반 협력학습(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이하

CSCL)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는 면대면 상황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Kirschner, Paas, &

Kirschner, 2009; Lehtinen, 2003). 또한 컴퓨터는 학습자들 간 협력을 매

개하는 도구(mediating tool)로서 공동의 참조점(shared reference)을 제

공하고, 협력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하고 기록함으로써 점검과

성찰 활동을 촉진하며, 상호작용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협력

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Koschmann, 1996; Stahl, Koschmann, &

Suthers, 2006). 이에 CSCL 환경에서 개념도(concept map) 등을 통해

그룹원 간 공유된 지식의 형성을 지원하거나(Engelmann & H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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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협력 과정을 구조화하는 스크립트(script)를 통해 생산적인 상호작

용을 촉진하거나(Weinberger, Ertl, Fischer, & Mandl, 2005), 시각화 도

구를 기반으로 그룹의 점검 및 조절 활동을 돕는 등(Janssen, Erkens, &

Kanselaar, 2007)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Jeong & Hmelo-silver, 2016).

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개념 및 특징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들어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와 같이 휴대성이 높은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mCSCL)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모바일기기는 비교적 저

렴한 비용과 무선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이동성, 개별적 소지 및 사용

으로 인한 개인적 소유감(sense of belonging)을 바탕으로 협력학습 상

황에서 학생들의 동기와 상호작용, 실세계와 연결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학습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그 효

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Järvelä, Näykki, Laru, &

Luokkanen, 2007; Zurita & Nausbaum, 2004).

최근 기존의 모바일기기에 비해 기능의 다양성과 성능이 강화된 스마

트폰이 일상에 보편화되면서, 모바일기기가 지닌 교육적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별 기기 대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서버에 데이

터를 저장하고 다양한 단말기 상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

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다양한 종류의 기기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협

력이 보다 손쉬워졌다. 근래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휴대성이 높은 모

바일기기를 스마트기기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지칭하고, 이를 교육적

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현주,

임정훈, 2014; 윤정현 외, 2016).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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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혹은 스마트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수학습 맥락에서 스마트기

기가 가지는 특성을 탐구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강인애 외, 2012; 임병

노, 임정훈, 성은모, 2013; 임정훈, 김상홍, 2013; 임정훈, 성은모, 2015)

강인애 외(2012)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스마트러닝

사례들을 조사하여 스마트러닝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이

러닝과 구분되는 스마트러닝의 특성으로 스마트기기 및 소셜미디어를 활

용한 학습에서의 상호작용 극대화,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의 융합, 즉각

적인 피드백을 통한 강화된 실재감, 개방성으로 인한 학습의 외연적 확

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도출되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습은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협력적 학습

의 형태를 띠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상시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맥락 인지(context-aware)를 통한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 실제성을 지니고, 스마트기기가 그 중심에서 포괄

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임정훈과 김상홍(2013)은 스마트러닝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개념들을

종합하여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지능적·적응적·맞춤형 학습 지

향,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학습 강조,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이 결

합된 융합학습의 특성, 단순 정보 획득이 아닌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

장을 위한 학습을 스마트러닝의 핵심적 속성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임병

노 외(2013)는 델파이 분석 결과를 통해 스마트교육의 속성으로 소셜 네

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상호작용 지원, 지능적 맞춤화를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 학습자원의 확장성을 통한 학습공간 및 기회의 확대, 자기주도적

창발성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된 속성으로는 기기 활용성, 협력적

상호작용, 지식의 확장성, 즉각적 접근성, 맥락적 적응성을 제시하였다.

앞서 서술한 스마트러닝 또는 스마트교육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공

통적으로 스마트기기가 협력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강인애 외, 2012; 임병노 외, 2013; 임정훈,

김상홍, 2013).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SNS 도구들은 스마트기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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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기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협력도구들은 여러 형태의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김현

주, 임정훈, 2014; 임정훈, 김상흥, 2013). 스마트기기를 통한 협력학습은

온라인 기반 협력학습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면서,

동시에 이동성을 바탕으로 교실 안에서의 형식적 활동과 교실 밖에서의

비형식적 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학습자원에 기반을 둔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김현주, 임정훈, 2014).

이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정훈과 김상홍(201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개별학습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SNS 및 온라인 협업도구를 활용

한 협력학습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실

시한 집단이 전통적인 ICT 활용 수업집단보다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

습능력 향상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사회적 효능감의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별학습 집단과 전통적인 ICT 활용 수업집단 모두에 비

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 맥락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윤정현 외

(2016)는 과학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을 수행한 결

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이 전통적 수업보다 저성취 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를 효과적으

로 높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유혜정(2014)은 학생들이 모바일 SNS를 활

용하여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SNS를 활

용한 협력적 과제 수행이 전통적인 문법 수업보다 학생들의 문법이해능

력 향상과 흥미 유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의 이동성 및 맥락성을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형식학습과 학

교 밖에서의 비형식학습, 개별활동과 협력활동을 결합한 융합적 형태의

협력학습을 설계하고 수행하려는 시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 Bocconi와

Trentin(2014)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학습 과

정(협력적, 개인적)과 학습 장소(교실 안, 교실 밖), 학습 공간(현장, 온라

인)의 세 가지 차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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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스마트기기로 대표되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을 효과

적으로 연결하며, 비동시적 의사소통과 동시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지원

함으로써 연속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 간의 통합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스러닝

(seamless learning)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

다(Looi et al., 2010; Wong & Looi, 2011). Wong(2013)에 의해 제시된

FSL(Facilitated Seamless Learning) 모형은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교

실 내 협력학습과 교실 밖 온라인 협력학습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잘 활용한 협력학습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모형은 [그림 Ⅱ-1]과 같이 학습 참여, 개별화 학습, 사회적 학습, 수업

내 통합의 네 가지 학습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습 참여

(learning

engagement)

교실 내 통합

(in-class

consolidation)

개별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학습

(online social

learning)

형식학습

맥락

비형식학습

맥락

사회적 학습

개별 학습 이동성, 맥락성

강조

성찰, 일반화

강조

[그림 Ⅱ-1] FSL(Facilitated Seamless Learning) 모형 (Wong, 2013, p. 322)

먼저, 학습 참여(learning engagement)는 교실 내에서 수업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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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형식교육의 형태를 띤다. 다음으로,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은 학습자들이 모바일 기기의 이동성과 맥락성을 활용하여 학

교 밖의 일상적 맥락에서 관찰, 녹음, 성찰, 지식의 적용 등을 통해 다양

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학습

(online social learning)은 학습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가 습득한 지식

과 학습경험, 성찰 등을 공유하고 토론, 평가하며 개인 학습의 의미를 확

장시키고 사회적인 의미 구성(social meaning making)에 참여하는 단계

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 통합(in-class consolidation)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습의 전체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

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합하고 마무리하는 활동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Nelson(1999)이 제시한 협력적 문제해결의 절차(준비

– 집단 규범 형성 – 문제 정의 – 역할 배정 – 반복적 문제해결 –

결과물 도출 – 종합 및 성찰)를 바탕으로 지원전략을 적용할 수업의 단

계를 설정하되, Wong(2013)이 제안한 모형을 참고하여 교실 내 내용학

습, 교실 밖 개인학습,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학습, 교실 내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이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체적인 수업활동을 설계하였다.

2. 인지적 도제

가. 인지적 도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문제점

인 비활성 지식(inert knowledge)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실제 상

황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제안된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중 하나이다(Brown et al., 1989; Collins

et al., 1989). 인지적 도제는 전통적인 도제 교육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전문가의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전문가들

의 문제해결 전략을 이해한 후, 전문가의 지원 하에 실제 과제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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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문제해결 전략을 내면화하도록 촉진하는 교수방법(조미헌, 이용학,

1994)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 도제는 전문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

반으로 한 실제적인 학습 경험(authentic learning experience)을 통해 학

습자들의 고차적인 문제해결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Collins

et al., 1989; Dennen, 2004). 물리적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인 도제와는 달리, 인지적 도제에서는 교수학습의 초점이 인지적·메타인

지적 사고 기능과 과정에 맞춰지며 따라서 보통 내적으로 수행되는 과정

들의 외현화가 교수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인지적

도제 교수방법들은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암묵적인 과정(tacit process)

을 학습자가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의 도움 아래 관찰하고, 연습하고, 실

제로 수행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활

동을 포함한다.

인지적 도제의 개념을 정립한 Collins와 동료들(1989)은 인지적 도제를

반영한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로 <표 Ⅱ-1>과 같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식(내용지식, 문제해결 전략, 통제 전략, 학습전략)과 관련된 내용

(content), 구체적인 교수방법과 관련된 방법(method), 학습내용 제시 순

서(sequencing), 학습의 사회적 측면(sociology)을 제시하였다.

<표 Ⅱ-1> 인지적 도제를 반영한 학습환경 설계 프레임워크

(Collins et al., 1989, p. 476)

내용

내용지식(Domain knowledge)

문제해결 전략

(Problem-solving strategies and heuristics)

통제 전략(Control strategies)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ies)

방법

모델링(Modeling)

코칭(Coaching)

스캐폴딩(Scaffolding)

명료화(Articulation)

성찰(Reflection)

탐색(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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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심이 되는 것은 교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법의 측면으

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ollins et al., 1989;

Dennen, 2004; Enkenberg, 2001). 모델링은 인지적 도제의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전문가가 직접 과제 수행 과정을 시연(demonstrate)하고, 학습

자가 이를 관찰함으로써 과제 해결의 절차와 전략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관련 지식과 전

략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형성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개념적 모형은

이어질 학습자의 활동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코칭은

전문가들이 학습자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피드

백, 질문, 새로운 과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을 의

미하며 학습자가 과제의 중요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끔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

해 제공되는 구조적 지원으로, 학습자들이 현재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이다. 이는 근접

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내에서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학습자들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된다. 명료화는 학습자들의 스스로의 사고 및 문제해결과정과

결정의 이유를 언어화하여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성찰은 학습자들이

전문가 혹은 동료 학습자들의 결과물과 자신의 결과물을 비교함으로써

스스로의 수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탐색은

학생들이 전문가의 전략을 사용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만의

학습내용 제시

순서

복잡성 증가(Increasing complexity)

다양성 증가(Increasing diversity)

전체적 기능 제시 후 부분적 기능 제시(Global before

local skills)

학습의 사회적

측면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전문가의 실천 문화 접하기(Culture of expert practice)

내재적 동기 유발(Intrinsic motivation)

협력의 촉진(Exploiting cooperation)

(과정에 대한) 경쟁의 촉진(Exploiting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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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략과 관점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방법 중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도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교수자가 수행에 대한 관찰과 안내된 실천

(guided practice)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통합된 일련의 인

지적, 메타인지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수자 주도의 전략을 포함하

고 있다. 한편 명료화와 성찰, 탐색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문제해결과정을

언어화하고, 이를 다른 학습자나 전문가와의 비교를 통해 점검하며, 새로

운 문제해결전략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스스로의 문

제해결 전략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학

습자 주도의 ‘성찰’을 촉진하는 공통의 범주에 해당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Darabi, 2005).

나. 인지적 도제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지원

인지적 도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인지적 도제가 학

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Hendricks(2001)는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수업에서 인지적 도제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한

집단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수 모형에 기초하여 학습한 집단의 학생들

에 비해 인과적 추론(causal reasoning)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사후검사

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Darabi(2005)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수행공학 강좌에서 인지적 도제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강좌에 비해 학생들의 만

족도가 높아졌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산출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외

에도 교수법, 기상 예보 등 여러 문제해결 맥락에서 인지적 도제 모형의

적용이 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

구결과가 존재한다(Casey, 1996; Greer, Cathcart, & Neale, 2016).

인지적 도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인지적 도제가 테크놀로지를 활

용한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CSCL과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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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를 통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성찰 등을 보다 용이하고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문제해결에 적절하

게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 인지적 도제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ickey(2008)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웹기반 교육공학 수업에 인지적 도제 모형을 적용하고, 인지적 도제의

각 방법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였다. 학습자들에

게는 전문가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녹

화한 영상과 함께 전문가의 다양한 산출물이 제시되었으며, 이메일을 통

해 교수자의 스캐폴딩과 코칭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

용 예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토론 활동을 통해 성찰과 탐색 활동이 진

행되었다.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은 인지적 도제 방법을 통한 학습 경험

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영상과 산출물을 통한 전문가 모델링

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Kuo 외(2012)는 초등학생의 웹 기

반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적 도제의 각 교수방법을

수업 단계별로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가 전

통적인 방식으로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할당하고, 피드백을 제공

한 집단에 비해 인지적 도제 전략을 활용한 집단의 문제해결력이 유의하

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몇몇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도제가 테크놀로지 기반 협력학

습 환경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 Boling과 Beatty(2010)는 온라인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및 토론 활동에서 인지적 도제에 기초한 교수자의 지원이 학습자들의 피

드백 활동과 내용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탐구하였다. 교수자는

온라인 포럼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고, 학생들이 올린 게시글에 대한 답

글을 게시함으로써 전문가의 글쓰기와 피드백에 대한 실제적이고 명확한

예시를 제공하였으며, 답글을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코칭과 수준

에 따른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주고받는 피드백의

양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비판적인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

고받는 교실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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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sai와 동료들(2012)은 인지적 도제 방법을 적용한 웹 기반 논변

시스템을 통해 학습한 학습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

의 논변을 작성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했을 때, 인지적 도제 방법이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지원전략을 종

합하는 프레임워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

다.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지원

가.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개념 및 유형

Wagner(1994)는 상호작용을 학습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

소 중 하나로, 둘 이상의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였다. 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학습자-학습내용 간, 교수자-학습자 간, 학

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Moore, 1989),

Andersen(2003)은 이에 교수자-학습내용 간, 교수자-교수자 간, 학습내

용-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총 6가지 차원에서 학습 상황에

서의 상호작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상호작용

중 협력학습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란 학습자가 면대면 또는 매체를 통해 동료 학습자와 메시

지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활

동을 의미한다(서희전, 강명희, 2005).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발달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

하는 밑바탕이 된다(임규연, 박하나, 김희준, 2014; Azmitia, 1988). 선행

연구들은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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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등 협력학습의 효과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변인임을 지적하고

있다(서희전, 강명희, 2005; 임규연, 김희준, 박하나, 2014; Jonassen &

Kwo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은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여

러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메시지와 학습과제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상호작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Veerman과 Veldhuis-Diermanse

(2001)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환경에서 생성된 메시지를 과제 관련 메

시지와 과제 비관련 메시지로 구분하였다. 과제 관련 메시지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

한 비판 등 과제의 내용적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호작용을 의미한

다면, 과제 비관련 메시지는 활동의 계획, 기술적 문제의 해결, 사회적

관계를 위한 메시지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하지만 지식의 구성과는 직접적

으로 연관되지 않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Sun과 동료들(2018)의 경우는

온라인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식 구성 상호작

용, 학습 조절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사, 이모티콘 등 지

식 구성과 관련되지 않은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반면, 지식 구성 상호작

용은 정보 공유,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정교화, 지식의 적용에 관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학습 조절은 학습 과정에서의 자기평가와 자기조

절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Gilbert와 Moore(1998)

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업 및 내용 관련 상호작용으로 상호작용을 분류

하였으며, 웹기반 협력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

석한 국내 연구들(강명희 외, 2008; 엄소연, 2010) 역시 과제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의 메시지와, 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적 측면의 메시지의 두 차원으로 상호작용을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내용의 과제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

는 데서 나아가, 내용의 질적인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Weinberger와 Fischer(2006)는 논증적 지식 구성 활동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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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차원 중 하나로 지식의 공동

구성과 관련된 사회적 양식(social mode of co-construction)을 제시하고,

해당 상호작용이 지니고 있는 교류성(transactivity)의 정도에 따라 상호

작용을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상호작용의 교류성이란 학습자들

의 상호작용이 동료 학습자들의 기존 상호작용 내용을 참조하고 있는 정

도를 의미하며, 협력학습에서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Teasley, 1997). 외현화(externalization)는 가장 교류성의 정도가 낮은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동료 학습자의 의견에 대한 참조 없이 자신의 주

장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 유발(elicitation)은 동료 학

습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동료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을

얻는 유형의 상호작용이다. 신속 합의 형성(quick consensus building)의

경우 학습자들이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

한 동의를 표현하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통합 지향적 합의 형

성(integration-oriented consensus building)은 학습자들이 서로의 의견

을 참조하여 주제에 대한 관점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이

르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갈등 지향적 합의 형성

(conflict-oriented consensus building)은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의 의

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의 비교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주장에 도달하게끔 촉진하는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가장 높은 교류성을 지닌다.

Mercer(1996)는 컴퓨터 기반 협력활동에서 초등학생들의 대화 관찰 데

이터에 근거하여 담화의 유형을 크게 논쟁적 담화(disputational talk), 누

적적 담화(cumulative talk), 탐구적 담화(exploratory talk)로 분류하였다.

논쟁적 담화는 학습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각자

의 자기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짧게 오고 가는 특성을 지닌다. 반면,

누적적 담화에서 학습자들은 공동의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동료 학습자

의 발언을 긍정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상대의 의견에 대한 반복,

긍정, 정교화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탐구적 담화에서 학

습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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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킨다. 학습자들은 서로의 주장에 도전하고,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

고 대안적인 가설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

습자들은 스스로의 사고를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식을

보다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publicly accountable) 형태로 발전시키게

된다. 누적적 담화는 앞서 Weinberger와 Fischer(2006)의 상호작용 유형

중 통합 지향적 합의 형성에, 탐구적 담화는 갈등 지향적 합의 형성에

대응되며, 논쟁적 담화에서 탐구적 담화로 나아갈수록 상호작용이 공동

의 지식 발전과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Järvelä와 Häkkinen(2002)은 비동시적 컴퓨터

컨퍼런싱 환경에서 예비교사들이 협력적 사례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동

안 발생한 토론을 높은 수준의 토론, 진보적인(progressive) 토론, 낮은

수준의 토론 세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높은 수준의 토론이 주로 이론에

근거한 논의와 새로운 관점 및 질문의 제기, 풍부한 상호참조를 특징으

로 하는 반면 진보적인 토론은 이와 유사하지만 이론적 고려가 미흡한

특징을 지니고, 낮은 수준의 토론은 일방적이고 분리된 논의와 이전의

논의를 고려하지 않은 코멘트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틀은

대체로 상호작용이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와 상호작용이 동료 학습자들

의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발전시키는지를 상호작용

의 질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과정에서 과제 수행과 관련되어 있고, 동시

에 동료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발전시키는 교류성의 정도가

높은 메시지를 교환할 때 양질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 한다. 물론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협

력학습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

는 구성원 간의 응집성(cohesiveness)은 공동의 지식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Kreijns, Kirschner, &

Jochems,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략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

기간을 비롯한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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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제 관련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

락에서의 상호작용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 추후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특징

지금까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특성에 대한 개념적 연구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된

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구체적

으로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스마

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의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 살펴본

초기 연구 중 하나로, 스마트폰 기반 사회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수

업에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별로 의사소통의 내용을 분석한 임걸(2010)

의 연구가 있다. 임걸(201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블렌디드 수업

형태의 강의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사회네트워크 도구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일대일 어플리케이션, 단문 중심의 포스

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블로그 어플리케이션, 협력적 웹페이지 작성을

지원하는 위키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토론을 지원하는 웹토론 어플리케

이션의 4가지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도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대일 어플리케이션과 마이크

로블로그에서는 주로 수업 운영과 관련된 의사소통과 정서적 표현 중심

의 의사소통이, 웹토론 및 위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주로 학습 콘

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과제와 관련성이 높고 사고활동을 통한 글쓰기가 요구되는 웹

토론 및 위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보다는 웹을 통한 접근이 주

로 이루어졌으며, 스마트폰은 주로 게시글을 보는 용도로만 활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병현(2014)은 대학교 이러닝 강좌에서 스마트기기에서 주로 사용되

는 SNS 플랫폼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사용한 토론과 일반적인 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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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사용한 토론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페이스북

을 사용한 토론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

토론 글이 주로 단문의 짧은 글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글의 깊이 또

한 웹 게시판에 비해 대체적으로 얕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맥

락에서, 정한호(2015)는 팀 학습에서 대학생들이 소셜미디어 활용이 학

습에서의 의사소통 기회를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제 분배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며, 소셜미디어를 팀 학습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심리스

러닝 환경에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기술적 문제, 부모의

태도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이 학습자들 사이에 상당한 참여 수준 차이를

불러오며,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문

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Boticki, Baksa, Seow, & Looi, 2015; Wong

et al., 2010).

위와 같은 연구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이 지

나치게 피상적이거나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과제

를 안내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Boticki et al., 2015), 서로의 학습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거나(Chang,

Chiu, & Huang, 2018; Järvelä, Näykki, Laru, & Luokkanen, 2007), 모

바일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등

(Laru, Järvelä & Clariana, 2012; Sung, Hwang, & Chang, 2016)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한 처치와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실제 수업 맥락에서 교사가 협력학습의 각 단계별로 학습자

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실천적인 안내

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김현주, 임정훈, 2014).

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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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교수자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락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 필요한 경우 면대면 협력학습 맥락

과 동료학습(peer learning)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전략 또는 처치

를 인지적 도제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종합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의 구성

요소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성찰, 학습 환경의 다섯 가지 요소를 도

출하였다.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성찰은 인지적 도제의 방법적 요소로

서, 학습자에 대한 교수적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수지원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학습환경 범주에는 인지적 도제의 방법

적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및 이에 대한 교수지

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된다.

모델링은 전문가가 과제 수행 과정을 시연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학

습 맥락에서 교수자가 협력학습이 수행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들을 포함한다. 옥미례, 조영환, 허선영(2016)은 동료평

가 맥락에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사례를 활용하여 평가 과정을 시연하

는 것이 학습자들이 동료평가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

시하였으며, Rummel, Spada, Hauser(2009)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

락에서의 구체적인 모델링 방법으로 성공적인 협력과 관련된 측면들이

부각되도록 구성된 협력학습 예제(worked-out examples)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 프롬프트(instructional prompt)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민정

(2011)은 비구조화된 과제(ill-structured problem) 수행을 증진하는 동료

피드백을 촉진하기 위해 문제점 지적, 해결책 제시와 같이 긍정적 영향

을 주는 피드백 유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협력 및 상호작용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실패 및 이를 극

복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Collins et al., 1989; Di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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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수자가 사전에 준비한 예시 이외에 협력학습 과정에서 동료 학

습자들이 산출한 결과물 역시 협력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모델로서 기능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ing과 Hursh(2014)는 이전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 예시를 축적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이 서로 과

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료 모델에 의한

학습 및 행동 변화가 촉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인지적 도제에 기반

을 두고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상보적 동료평가 시스템

(reciprocal peer review system)을 개발한 Yang(2011) 역시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들의 동료평가 결과를 관찰하면서 동료평가 방법을 보다 효

과적으로 익힐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코칭은 전문가가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하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수자가 협력학습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들을 포함한다. 특히 코칭은 사전

연습을 비롯한 협력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김현

주, 임정훈(2014)은 설계기반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 러닝 기반 협력

적 문제해결 수업 모형의 첫 단계로 준비 단계를 제시하며, 학습자들이

스마트 러닝 학습 환경 적응에 적응하고 사전에 기능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충분히 지

원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현장학습과 언어학습 맥락에 적용한 So, Tan, Tay(2012)와 Wong,

Chen, Jan(2012) 역시 본 활동 전 준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기기 활

용 및 활동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및 도움을 제공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본 활동 전 학습자들이 스마트기기 학습환경에 적응하고 기

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과 더불어, 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지식을

숙지한 채 협력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Sung과 동료들(2016)은 현장학습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플랫폼에서

학습자들이 협력적으로 문제 생성(problem posing)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학습 대상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

료와 점검 질문 및 정답 여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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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지식을 보충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모바일 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수자는 협력학습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각 그룹의 수준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Kapur, Voiklis, Kinzer(2007)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참여 정도와 상호작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협력학습의 초기 수준에 고

착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Kwon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

서도 그룹 차원의 조절 활동이 초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고

성취 그룹과 저성취 그룹 간의 핵심적인 차이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협

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협력학습 진행 상황 및 상호작용 양상을 집중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각 그룹의 수준에 알맞은 적응적 지원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Corno, 2008). 이 때 교수자가 상호작용 과정 중

드러나는 학생들의 개념적 오류에 대해 직접적인 교정을 제공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해당 오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는 오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유의미한 학습 기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Wong et al., 2010).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이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조적 지원이며,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지원

도구의 제공과 관련된 전략들을 포함한다. 기존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락에서는 마인드맵 등의 시각화 도구를 통해 아이디어의 시각적 표현

과 공유를 돕는 것을 대표적인 스캐폴딩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해왔으며

(김동식, 선종삼, 김수현, 2008; 이지현, 2013), 마찬가지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에서도 시각화 도구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Chang et al., 2018; Järvelä et al., 2007). 예를

들어 Chang과 동료들(2018)은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자료

가 포함된 마인드맵을 공유하고,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마인드맵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 학습효과 및 학습

자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 30 -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중 그룹의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핵심적인 측면에 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질문 형태의 스

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다(Ge & Land, 2003). 윤수정(2007)은 컴퓨터 기

반 협력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및 공유정신모형 형성을 지

원하기 위해 문제해결의 각 단계(문제 정의, 해결책 고안, 정당화, 모니

터링 및 평가)별로 질문 형태의 프롬프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해결과

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

며, 그 결과 질문 형태의 프롬프트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문제해결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Gu, Chen, Zu, Lin(2015)은 초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고안된 개입안의 구성요소로 질문 프롬

프트를 포함시켰으며, Oh와 Jonassen(200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논변 활동에서 질문 프롬프트를 포함한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증거 제시와 관련된 글을 더 많이 작성하

고, 가설 검증 측면에서 장점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학습자들이 특정한 유형의 상호작용 메시지를 작성하고자 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형태의 메시지 양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습

자들이 보다 수준 높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Cáceres와 동료들(2018)은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 중 학습자들의 동료평

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rgument Builder라는 이름의 컴퓨터 기반 스

크립트를 개발하였다. Argument Builder는 이미 상당 부분이 완성된 문

장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동료평가와 관련된 특정 부분에 들어갈 단

어들을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료평가 활동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연구 결과 Argument

Builder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가점수의 향상

정도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문장 전체를 제공하

는 방식 이외에도,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예: 근거 제시)별로 말머리

(예: 왜냐하면 –때문이다)를 제시하는 형태의 Sentence Opener를 활용

하여 학습자들이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을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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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Oh & Jonassen, 2007). 마지막으로, 협력학습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제공되는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줄여나가 궁극

적으로는 스캐폴딩 없이도 학습자가 협력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Brown et al., 1989; Collins et al., 1989;

Schwaighofer et al., 2017).

성찰은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수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

며, 각자의 사고 및 그룹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외현화, 전문가 및 다

른 그룹 산출물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평가, 그룹 내 논의를 통한 상호작

용 개선방안 도출 등을 촉진하는 전략들을 포함한다. 성찰이 제대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자들에게 최종학습

결과나 산출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옥미례 외, 2016. Borge, Ong, & Rosé,

2018). 예를 들어, Borge와 동료들(2018)은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

습자들의 점검과 조절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의 상호작용 패턴에 대

한 6가지 평가항목(참여의 균등성, 공동의 이해 성장, 공동의 아이디어

형성, 대안적 관점들의 탐색, 높은 수준의 주장 제안, 건설적 담화 참여)

과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루브릭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들이 개별 및 그룹 단위의 평가와 성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히 학습자에게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 질문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도

록 하거나(이은철, 2017),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성찰질문

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조영환 외, 2015)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특히

협력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은 바람직한 협력 상태와 현

상태의 간극을 일깨우고, 성찰의 초점을 명료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효과

적인 성찰을 지원할 수 있다(Cáceres et al., 2018; Hattie & Timperley,

2007). 교수자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 또한 학습

자들의 성찰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활동 종료 후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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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그룹과의 비교 및 동료 학습

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촉진할 수 있다(김현주, 임정훈,

2014).

마지막으로, 학습환경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 문화와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고려하여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을 포함한다. 공동의 지식 구축을 위한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실 내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암묵적 규범이 형성되어야 한다(Bielaczyc, Kapur, & Collins, 2013). 이

를 위해서는 협력학습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

고, 규칙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내면화를 촉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Gu et al., 2015; Webb, 2009).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

다는 스마트기기의 특성 또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협력학습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상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들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an, Sung, Chang(2007)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 중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

청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외국어 수업 맥락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이 과제 관

련 활동과 상호작용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

료 및 지원도구를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필요할 때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Wong & Looi, 2010).

앞선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초기 지원전략은 아래의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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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성

요소
전략 관련 선행연구

교수

지원

1. 모델링

1.1.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활용하여 스

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과정을 시연하

라

§ 옥미례 외, 2016

§ Rummel et al.,

2009

1.2. 과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상호작용 메시

지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유형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 김민정, 2011

§ 옥미례 외, 2016

1.3. 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상호작용 메

시지의 유형별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제시하라

§ Collins et al.,

1989

§ Dickey, 2008

1.4.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동료모델로서 활용하라

§ Ching & Hursh,

2014

§ Järvelä et al.,

2004

§ Yang, 2011

2.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활

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고, 사전 연습

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기기 활용 수준

을 점검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 김현주, 임정훈,

2014

§ So et al, 2012

§ Wong et al.,

2012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명을 제공하라

§ Sung et al.,

2016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

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작용 수

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라

§ Corno, 2008

§ Kapur et al.,

2007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을 지양

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상

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라

§ Wong et al.,

2010

<표 Ⅱ-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질 향상을

위한 초기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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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 & Muldner,

2017

3.3. 학생들이 협력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

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질문 형식의 프롬

프트를 제공하라

§ 윤수정, 2007

§ Gu et al., 2015

§ Järvelä et al.,

2007

§ Oh & Jonassen,

2007

3.2. 학생들이 피드백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형태의 메시지 양식을 제

공하라

§ Cáceres et al.,

2018

§ Oh & Jonaseen,

2007

§ Schellens et al,

2009

§ Valcke et al,

2009

§ Yucel & Usluel,

2016

3.4. 협력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제공되

는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줄여나가라

§ Brown et al.,

1989

§ Collins et al.,

1989

§ Dickey, 2008

§ Schwaighofer et

al., 2017

4. 성찰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라

§ 옥미례 외, 2016

§ Borge et al.,

2018

4.2. 학생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

록 평가 기준에 근거한 성찰 스크립트를 제

공하라

§ 조영환 외, 2015

§ 이은철, 2017

§ Borge et al.,

2018

§ Webb, 2009

4.3. 활동 종료 후 협력의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둔 정리 피드백을 제공하라

§ Botiki et al.,

2015

§ Cáceres et al.,

2018
4.4. 활동 종료 후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과

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생들의 피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적인 성

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 김현주, 임정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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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하라
§ So et al., 2012

§ Webb, 2009

5.2. 학생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려

움과 관련하여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상시

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라

§ Lan et al., 2007

§ Laru et al.,

2012

5.3.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자

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 Rasi & Vuojarvi,

2018

§ Wong & Loo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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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개발된 지원전략의 내적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가, 현장

적용 및 반응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교수자 및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먼

저,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에는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Grant와 Davis(1997)가 제시한 전문가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공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대상으로 검토를 의뢰하였다. 사전 검토에는 3명의 교육공학 전

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차와 2차 전문가 검토에는 사전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이외에 교육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1명의 초등교사가 추가적으

로 참여하였다.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 및 참여 단계는

<표 Ⅲ-1>과 같다.

참여 전문가 프로필 참여 단계

구분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공분야 사전 1차 2차

A 연구교수 9년 박사 졸업 교육공학 √ √ √

B 대학원생 7년 박사 수료 교육공학 √ √ √

C 연구원 17년 박사 졸업 교육공학 √ √ √

D 초등교사 8년 석사 졸업 교육공학 √ √

<표 Ⅲ-1>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 및 참여 단계

다음으로, 지원전략의 현장 적용 및 반응 평가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

임교사 1명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교직 경력이 13년으로 평소 학급 SNS를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검색 및 자료조사 용도로 수

업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

제 제출이나 설문 응답용으로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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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연구 참

여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최근 초등학교 3, 4학년 영

어, 사회, 과학 교과를 시작으로 태블릿 PC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

고, 수업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활용 협력학습의 현실적 필요성과 유용성이 크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개인 소유의 스마

트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협력학습 경험 부족으로 인해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현장 적용 및 반응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프로필

은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구분 학년 성별 인원

교사
초등학교 6학년

(담임)
남 1명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남 17명(6명)＊

여 12명(4명)＊

*( )안은 면담에 참여한 학생 수

<표 Ⅲ-2> 현장 적용 및 반응 평가 참여자

2. 연구절차

가. 전체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 개발된

지원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2014)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방법론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중 모형 연구(model research)에 따

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계·개발 연구방법은 교수적 혹은 비교수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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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이나 도구의 설계, 개발, 사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형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교수설계 분야의 설계, 개발과 관련된 경험적 지식을 확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산출물이나 도구의 개발 혹

은 사용 과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산출물 및

도구 연구와, 산출물 및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

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 연구의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Richey & Klein, 2014).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형 연구의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및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지원

관련 선행 문헌을 고찰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도출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의 수행 절차

에 기반하여 단계별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원전략 및 단계별

지원방법은 여러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다. 다

음으로 수정된 지원전략 및 단계별 지원방법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

고, A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 29명을 대상으로 3주간 5차시에 걸쳐 수

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에 대

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자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반

응 수집을 위해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 전반 및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교

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를 요약하

면 [그림 Ⅲ-1]과 같다.

나. 현장 적용을 위한 수업 절차

전문가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원전략을 적용하여 수

업을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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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을 설계하기에 앞서, 교수자와의 사전 면

담을 통해 각자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

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진행 절차를 교수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된 최종 지원전략 및 단계별 지원방법을 교수자에게 설명하였다. 교

수자는 학급의 구성,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수준, 교실 내 네트워크

환경 등 수업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다음, 지원전략을 적용할 수업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교수자와 논

의를 거쳤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

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실제적

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사

연구절차 연구활동

문헌 고찰

Ÿ 스마트러닝, 모바일 협력학습,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지원

전략, 인지적 도제 관련 문헌 고찰

Ÿ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지원전략 도출

↓

내적 타당화

Ÿ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지원전략에 대

한 1차, 2차 전문가 검토 및 지원전략 수정

- 교육공학 전문가 3인, 초등교사 1인

↓

현장 적용

Ÿ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설계 및 현장 교사 검토

Ÿ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실시

- 초등학교 6학년 1학급(29명)

↓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평가

Ÿ 교수자 심층면담 실시(1명)

Ÿ 학습자 설문(29명) 및 심층면담(10명) 실시

[그림 Ⅲ-1] 연구절차별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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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단원에서 다루는 ‘자유권 제한’을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후, 지원전략 및 단계별 지원방법을 반영한 교수학습 지

도안과 수업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지도안의 경우 연구자가 먼저 초

안을 작성한 후 교수자를 만나 수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수업자료의 경우 학습자들

의 협력학습을 지원할 지원도구와 활동 소개 및 수업 진행을 위한 PPT

슬라이드가 함께 제작되었으며, 연구자가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교수

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설계된 수업의 최종적인 개요는 <표 Ⅲ-3>과 같으며,

개발된 5차시의 지도안 및 수업자료는 각각 [부록 6]과 [부록 7]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표 Ⅲ-3> 최종적으로 설계된 수업 개요

차시 학습활동 활동 내용 수업자료

1차시

내용학습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종류 및

국민의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 학습
스마트기기

활용 연습

◾의견 공유 도구(Padlet) 안내 및 연습

활동 수행

2차시

내용학습
◾헌법에 제시된 의무의 종류 및

국민의 의무가 가지는 중요성 학습

협력 과제

안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개념과 목적 소개

◾협력학습 규칙 및 절차 안내

◾모둠별 사전 아이디어 공유

•협력학습

안내자료

•모둠활동

규칙

•단계별

수행예시

•마인드맵

활동지
2~3차시 개별 탐구 ◾일상 속 사례 조사 활동(1차 과제)

3차시
협력적 해결안

도출

◾모둠별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한

모둠 결론글 작성

•평가

루브릭

•상호작용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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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

략을 적용한 수업은 총 5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업은 학습 주제에

대한 내용학습, 스마트기기 활용 연습, 협력과제 안내, 개별 탐구, 협력적

해결안 도출, 동료 피드백, 종합 및 성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시와 2차시에 걸쳐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학습이 이

루어졌으며, 1차시 말미에는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연습이 이루어졌다. 2

차시 후반부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목적과 절차, 수행방

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과제 수행 이전 모둠별로 아

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이 수행되었다. 2차시와 3차시 사이에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개별 사례 탐구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급

밴드 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안내받았으며, 3차시에는 모둠별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한 협력적 해결안 도출 활동이 이루어졌다. 3차시에서 4차

시 사이에는 온라인 댓글을 통한 동료 피드백 활동이 수행되었으며, 4차

시와 5차시에는 모둠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한 후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성

찰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가) 1차시: 내용학습 및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연습

1차시에는 수업 주제에 대한 내용학습 및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활

용에 대한 사전연습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업 초반부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교수자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교수자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

예시

•토론활동

점검표

3~4차시 동료 피드백
◾온라인 댓글을 통한 동료 피드백

활동(2차 과제)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

4차시

5차시
종합 및 성찰

◾우수사례 공유

◾모둠별 학습내용 정리(4컷 만화)

◾모둠별 성찰 활동

•모둠활동

우수사례

•성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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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였으

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나 학급에서 있었던 일 등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권리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국

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이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발표해보도록 하였으며, 해당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각각의 권

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의 설명이 끝난 후,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는 사전연습 활동을 실시하였

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국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교과서의

사례를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학급 전체가 공유하는 패들렛 페

이지에 작성하도록 안내 받았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활동 진행을 관찰하

며 패들렛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개별적 안내를 제공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패들렛에 의견 작성을 마친 후, 교수자가 함께 학생들이

작성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Ⅲ-2] 1차시 수업활동 결과물: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연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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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 모둠활동 안내 및 사전 아이디어 공유

2차시에는 수업 주제에 대한 내용학습 및 모둠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안내, 그리고 과제 수행에 관한 모둠별 사전 아이디어 공유 활동이 이루

어졌다. 수업 초반부에는 1차시에 이어 ‘국민의 의무’에 대한 교수자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1차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의무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일상 속 사례를

통해 국민의 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는 순서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

내용학습이 끝난 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모둠활동에 대

한 교수자의 안내가 이루어졌다. 먼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의

목표와 스마트기기를 모둠활동에 활용했을 때 장점에 대해 소개하였으

며,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실제적 자료의

수집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모둠활동 진행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

하고, 해당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학생

들이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둠활동의 목적 및 규칙에 대한 소개가 완료된 후, 모둠활동의 주제

와 전체적인 활동의 진행 순서가 제시되었다. 먼저 주제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하

였다. 영상을 시청한 후, 최종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인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언제인가?’를 전체 모둠활동의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모둠활동의 전체 절차를 일상 속 사례 찾기-모둠별 토론

활동-온라인 댓글 활동-되돌아보기 활동 순으로 안내하였다. 그 다음 각

단계별 활동 수행 방법을 사전에 개발된 단계별 수행 예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모둠활동 주제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끝난 후,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모둠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인드맵을 활용한 사전 아이디어 공유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

은 사전에 3-5인으로 편성된 모둠에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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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제한’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단어, 사례, 이미지를 마인드맵 활동

지에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이를 모둠원들과 공유하며 서로가 가진 생

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마인드맵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어떤 사례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수자는 각 모둠

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코멘트나 질문을 통해 주제에 대한 학

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Ⅲ-3] 2차시 수업자료: 단계별 수행 예시

[그림 Ⅲ-4] 2차시 수업활동 결과물: 마인드맵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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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아이디어 공유 활동이 끝난 후, 1차 과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

였다. 1차 과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일상

속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찾은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된 사진을 찾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 밴드에 공유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자유

권 제한’이라는 주제와 해당 사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

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급 밴드에 예시자료를 업로

드 하여 학생들이 과제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학

급 밴드에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학생들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하였다.

다) 3차시: 모둠별 토론을 통한 협력적 해결안 도출

3차시에는 1차 과제를 통해 각자 조사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모둠별 토론을 통해 과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활동이 수행

[그림 Ⅲ-5] 1차 과제 수행 결과물: 일상 속 자유권 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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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수업 도입부에는 2차시에 안내한 모둠활동 규칙 및 절차를 상기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모둠활동 진행을 위한 인지적 준비를 갖출 수 있도

록 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사례 공유 및 토론 활동에 앞서, 학생들이

모둠활동의 핵심 사항 및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모

둠활동 평가 기준 및 효과적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둠활동의 과정과 결

과에 대한 평가 루브릭의 각 항목 및 세부내용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

습자들이 공동의 지식 구성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토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효과적인 상호작용 유형과 효과

적이지 않은 상호작용 유형 및 개선방법을 예시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

였다.

평가 루브릭 및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모둠별 사례

공유 및 토론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먼저 1차 과제에서 각자 조

사한 사례를 모둠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설명하였으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에 접속하고, 모둠원들이 조사한 각 사례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공유하였다. 개별 의견 작성이 완료된 후 토론을 통해 각 사례

에 대한 모둠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둠원들이 조사한

사례 중 개인의 자유권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된 근거들을 종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선 토론 내

[그림 Ⅲ-6] 3차시 수업자료: 모둠활동 평가 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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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바탕으로 모둠의 결론글을 작성하였으며, 평가 루브릭을 바탕으로

결론글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완성된 결론글을 학급 밴드에 업로드하

였다. 활동 진행 중 학생들이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

도록 모둠활동 체크리스트가 제공되었으며, 모둠별로 한 명이 체크리스

트 점검 및 작성을 담당하였다.

모둠별 토론 활동이 종료된 후, 2차 과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2

차 과제는 학급 밴드에 올라온 다른 모둠의 결론글을 읽어보고,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

[그림 Ⅲ-7] 3차시 수업자료: 상호작용 유형별 예시

[그림 Ⅲ-8] 3차시 수업활동 결과물: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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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을 포함한 동

료 피드백 안내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림 Ⅲ-10] 3차시 수업활동 자료: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

[그림 Ⅲ-9] 3차시 수업활동 결과물: 모둠 결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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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시-5차시: 우수사례 공유 및 모둠별 성찰

4차시와 5차시에는 모둠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금까지의 모둠활

동 내용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활동이 수행되었다. 수업의 도입부에는 교

수자가 학생들에게 모둠활동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교수자는 모둠 결론글 중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사례 및 모둠 결론

글에 달린 댓글 중 효과적인 상호작용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

고, 어떤 점에서 해당 결론글 또는 댓글이 잘 작성되었는지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자는 모둠 결론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내용을 바탕

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의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본인이 속한 모둠에서 선정한 사례가

교수자가 제시한 특징 중 어떤 특징에 해당하는지 논의한 후, 해당 특징

이 잘 드러나도록 사례를 4컷 만화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만화 그리기 활동은 모둠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별활동 또는

모둠활동의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완성된 만화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통

해 촬영하여 모둠별로 학급 밴드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만화 그리기 활동이 종료된 후, 모둠별로 모둠활동에 대한 성찰 활동

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먼저 모둠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개별적으로 부여했으며,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모둠활동에서 잘한 점, 아

쉬웠던 점, 개선방안에 대해 모둠원들과 논의하고 되돌아보기 활동지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다.

[그림 Ⅲ-12] 4-5차시 수업활동 결과물: 4컷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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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5차시에 걸친 수업활동 전반에 대한 교사의 정리와 함께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교수자는 모둠활동의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에 대

한 정리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둠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과 앞으로 개선할 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

졌다.

[그림 Ⅲ-13] 4-5차시 수업활동 결과물: 되돌아보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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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가. 온라인 플랫폼

본 연구에서는 SNS 플랫폼인 밴드(Band, https://band.us)와 온라인

협업 도구인 패들렛(Padlet, https://ko.padlet.com)을 활용하여 스마트기

기 학습환경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통해 학급

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밴드와 패들렛을 이용하였으며, 개

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교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밴드는 초대받은 구성원들과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

유할 수 있는 폐쇄형 SNS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을 허용

하는 개방형 SNS와 구분된다. 밴드에서는 글쓰기, 댓글을 통한 학급 전

체와의 의견 공유와 채팅을 통한 특정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진,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 밖에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과 PC 버전 모

두를 제공한다는 점과, 새로운 글이 게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 있

도록 알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Ⅲ-14]와 같이 개별 탐구 자료 공유, 모

둠활동 결과 공유, 댓글 활동, 성찰 내용 공유 등 대부분의 주요 활동을

학급 밴드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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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급 밴드를 그대로 사용하되, 수업과

관련된 게시글과 다른 게시글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림 Ⅲ-15]와 같이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였다. 해시태그란 게시글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

하게 하는 메타데이터로서, 밴드에서는 기본적인 해시태그 기능 이외에

밴드 운영자가 특정 해시태그를 대표태그에 등록하면 해당 해시태그를

사용한 글을 페이지 상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태그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수업 전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자유권

제한’이라는 키워드와 자신이 속한 모둠명, 관련된 수업 활동을 해시태그

로 달도록 안내했다. 수업에서 사용된 해시태그는 [그림 Ⅲ-15]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패들렛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작성하고 수합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도

구로, 별도의 가입이나 설치 없이 손쉽고 직관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포스트잇 형태의

카드에 글을 작성하면 즉시 해당 카드가 공유되며, 카드의 위치를 자유

롭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탐구

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모둠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둠별 토론 활동 때 [그림 Ⅲ-16]과 같이 사전에 구

성된 모둠별 게시판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각 모둠원이 조사한 사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모둠별 게시판에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대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Ⅲ-15] 밴드 내 해시태그 기능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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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적용 도구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과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과제로서 사회 수업 시

간에 배운 ‘자유권’ 개념을 바탕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를 찾고, 해당 사례에서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모둠 결론글을 작성하는 과제를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시에는 ‘자유권 제한’이라는 주제에 대한 개별

마인드맵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차시에서 3차시 사이에는 각자 일상

속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된 사례를 찾아 학급 밴드에 게시하도록 하

였다. 3차시에는 조사한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모둠 결론글을

학급 밴드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3차시에서 4차시 사이에는 다른 모둠

의 결론글에 대해 댓글로 피드백을 달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모둠활

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4컷 만화와 성찰 내용을 학급 밴드에

게시하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주제로 ‘자유권 제한’을 선정한 이유는,

교수자와의 상의를 통해 해당 주제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권’이라는 추상적인 개

[그림 Ⅲ-16]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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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

이 효과적이며, 이 때 일상 속 사례를 찾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기

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방과 후 주제와 관련된 일상 속 사례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검색하

고, 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주제와 실제 삶과의 관련

성을 깨닫고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실 내

토론 및 방과 후 피드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바

탕으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부록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학습자 지원도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의 과제 수행 및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학습자 지원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지원도구는 모둠활동 규칙, 단계별 수행 예시, 마인드맵 활동지,

상호작용 유형별 예시, 평가 루브릭, 모둠활동 체크리스트,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 되돌아보기 활동지이다.

먼저 모둠활동 규칙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교실 내 생산적

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모둠활동 규

칙은 적극적 참여, 활발한 지식 공유, 경청과 존중,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Gu와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규칙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단계별 수행 예시는 학생들이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 절차 및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단계별 수행 예시는

일상 속 사례 찾기(개별 탐구) - 모둠별 토론 활동(협력적 해결안 도출)

- 온라인 댓글 활동(동료 피드백) - 되돌아보기 활동(성찰 및 종합)의

각 단계별로 활동 절차 및 결과물, 학생들의 과제 수행 맥락을 포함한

실제적인 예시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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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 활동지는 학생들이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과제에 대

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외현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과제 및 모둠원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활동지는 ‘자

유권 제한’이라는 주제어가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그 주변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유형별 예시의 경우, 교류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문헌(Weinberger & Fischer, 2006; Noroozi et al., 2013)을 참고하여 상

호작용의 유형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수준 및 과제 수행 맥락을 고려하

여 각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를 제작하였다. 이 때 공동의

지식 구축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상호작용 유형(질문, 정교화, 비판)뿐만

아니라, 공동의 지식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상호작용 유형(단순 동

의·반대, 감정적 비난)과 개선 방안을 예시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평가 루브릭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

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협력학습 과정

및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들을 학습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

였으며, 현장 교사의 검토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협력학습 과정의 경우 과제 관련성, 근거의 구체성, 질문과 답변을 통한

명확한 이해 형성 등을 포함한 5가지 항목에 대해 1점, 2점, 3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결과의 경우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구체성과

적절성, 학습 내용 적용의 3가지 항목에 대해 마찬가지로 1점, 2점, 3점

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모둠활동 체크리스트는 학생들이 모둠활동 수행 중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활동 절차별 핵심

사항의 달성 여부를 Yes 또는 No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료 피드백 안내 자료의 경우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게시된 다른 모둠

의 결과물에 대해 해당 결과물의 장점, 개선점, 가능한 개선방안을 포함

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Perkins(2003)가 제시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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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드백을 위한 단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Perkins(2003)에 따르면,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아이디어 중 불분

명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 피드백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가진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디어 중 우려

되는 점이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 아이디어 자체에 초점을 맞

추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제안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 자료는 효과적인 피드

백을 위한 각 단계에 대한 설명 및 단계별 메시지의 작성을 돕는 반구조

화된 메시지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기 활동지는 사전에 제시된 협력학습 평가 루브

릭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협력학습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되돌아보기 활동지의 앞면은 협력학습 과정 평가 루브

릭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모둠의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내리고 평

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평가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면은 지난

모둠활동에서 잘한 점, 고칠 점, 개선방안에 대한 모둠의 논의결과를 주

관식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도구들은 [부

록 7]에 제시되어 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문헌 고찰

먼저 Creswell(2012)이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된 핵심용

어를 규명하고, 관련된 문헌을 검색한 후 출처의 신뢰성과 연구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문헌들의 내용을 분

석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 ‘모바일 협력학습’, ‘협력학습 상호작용’, ‘인지적 도제’를 연

구의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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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서비스(http://scholar.goog

le.com), Clarivate Analytics에서 제공하는 Web of Science(https://login.

webofknowledge.com/) 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후 연구문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게재

된 문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인지적 도제와 관련된 선

행문헌들을 바탕으로 지원전략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모바일 협력

학습 및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 지원을 위

해 사용된 전략이나 처방적 문구 중 상호작용의 질 향상과 관련성이 높

은 것을 구성요소별로 분류하여 하위 지원전략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으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협력적 문제해결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지원전략을 재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지원방법을 도출하

였다.

나. 전문가 검토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지원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가 검토를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 연구 소개 부분과, 개발된 지원전략의 타당도 검토를 위

한 질문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소개 부분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

적, 연구문제, 연구방법, 지원전략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으

며, 타당도 검토를 위한 질문지는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도를 묻는

문항과 개별 지원전략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도를 묻는 문항은 나일주, 정현미(2001)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표 Ⅲ-4>와 같이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4점 척도(4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형 문항을 통해 지원전략 전반에 대

한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개별 지원전략의 경우 각

지원전략별로 타당성을 4점 척도(4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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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이메일 또는 구두로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

문가 검토를 요청한 후, 요청을 수락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

토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후, 연구자가 직접 전문가를 만나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전문가 검

토의 경우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지 않고, 전략의 전반적인 구

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두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전문가 검토의 경우 예비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지원전략

전반 및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토 문항에 각 전문가가 1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의견

란에 답변을 작성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전문가 검토도 1차 전문가 검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개별 지

원전략에 대한 예시 및 단계별 지원방법을 참고자료로서 추가하였다.

<표 Ⅲ-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질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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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이하 IRA)를 구

하여 분석하였다. CVI는 해당 문항의 내적 타당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문항에 3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전문가의 수를 문항에 응답한 전

체 전문가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IRA는 전체 문항 중 전문가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답한 문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전략

전반의 내적 타당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CVI와 IRA 값이 .8 이상일

때 타당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해당 값이 .8 미만인 경우 지원전략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조사

1) 설문조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

략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에 대한 상황흥미 4문항, 인지된 학습

결과 4문항, 그룹 수행에 대한 인식 3문항, 그룹 내 상호작용 인식 9문

항, 수업에 적용된 개별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에 대한 만족도 16문항으

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 선택형 문항을 포함하며,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 전반의 장점, 제한점,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 3문항을 더해 총

39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상황흥미와 인지된 학습결과를 묻는 문항은

Cho, Yim, Paik(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

며, 그룹 내 상호작용 인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 김세영(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된 상호작용(perceived interaction) 문항 중 상호작용의 과제

관련성 및 교류성과 관련성이 높은 9문항을 추출하여 연구의 맥락에 맞

게 표현을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Cronbach α값은 .84에서 .97 사이로, 모두 신뢰도 기준인 .80을 넘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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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값을 나타냈다. 연구에 사용된 학생 설문지는 [부록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은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 약 20분에 걸쳐 실

시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양적자료인 선택형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은

엑셀(Excel)을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구성 영역별 신뢰도를 확인한 후

영역별로 학생 응답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결과를 해석하였다. 질적자료인 개방형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의 경우

후술할 관찰 및 면담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측정 요소 문항 수 α

선택형

(5점 척도)

상황흥미 4 .87
인지된 학습결과 4 .84

그룹 수행에 대한 인식 3 .93
그룹 내 상호작용 인식 9 .96

개별 지원전략 및 도구에 대한

만족도
16 .97

개방형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 전반의

장점, 제한점, 개선방안
3

<표 Ⅲ-5> 학습자 반응 설문 구성

2) 관찰 및 면담

지원전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업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 관찰은 매 차시 수업에 연구

자가 참관하여 수업 중 관찰되는 학생들의 행동 및 특이점을 수업 단계

별로 현장노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업 과정을 비디오

로 녹화함으로써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대상 면담을 위해 교사 면담지와 학생 면담

지를 개발하였다. 교사 면담지는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 전반의 만족도,

개별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의 사용 용이성 및 효과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 전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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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지원전략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구

성되었다. 학생 면담지는 설문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면담

지는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세부

적인 수업 활동 및 개별 지원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

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었다.

학생 면담의 경우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의견

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참여자를 각 모둠에서 1-2명씩 선정하

였으며, 총 10명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2명 혹은 3명으로

구성된 그룹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각 그

룹별로 약 20분 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모두 녹취하였으며, 추후 녹음된 파일을 모두 전사하였다. 학생 면담을

마친 후 수업 교사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반구조

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약 40분 간 진행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

지는 [부록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적자료인 개방형 설문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 교수자 및 학습자 면

담 자료의 경우 내용을 모두 전사한 후, Charmaz(2014)가 제안한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사 자

료를 의미 단위로 분절한 후,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진술을 중심으로 초

기 코딩(initial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를 반복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주제(Theme)들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을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노트와 수업 영상을 참

고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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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

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이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실시할 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

해 교수자가 협력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지원

전략을 수정·보완한 후, 마지막으로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에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조사를 통해 개발된 지원전략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확인

하였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종 지원전략을 서술한

후, 전문가 타당화 결과와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종 지원전략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초기 지원전략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반복적 수정 및 검토를 거친 결과, 최종 지원전략 및 단계별 지원

방법, 지원도구가 개발되었다. 최종 지원전략과 단계별 지원방법은 각각

<표 Ⅳ-1>과 <표 Ⅳ-2>에서, 지원도구는 [부록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전략은 총 2개의 범주와 7개의 구성요소, 21개의 하위 지원

전략으로 구성된다. 교수지원 범주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성찰의 하

위 구성요소를, 학습환경 범주는 교실 문화, 접근성, 통합성의 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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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포함한다. 각 구성요소 및 해당하는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지원 범주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모델링은 교수자가 협력학

습 수행 과정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이 협력학습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절차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Collins et al., 1989; Dennen, 2004). 교

수자는 직접 협력학습을 수행하는 장면을 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계

별 수행 예시를 제공하는 등 전문가의 과제 수행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Dickey,

2008; Tsai et al., 2011).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하

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상호작용 예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

라 학습자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쉽게 저지르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

지, 또 해당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Collins et al., 1989; Dickey, 2008). 또한 학습자들은 자

신보다 뛰어난 동료의 수행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효과적인 상호작

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동료 모델은 전문가 모델에 비해 학습자들

의 행동변화 및 성찰에 더욱 효과적이다(Ching & Hursh, 2014; Yang,

2011). 예를 들어, 협력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룹의 수행 과정 및

결과물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코칭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협력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힌트, 조언, 질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

습자가 협력학습의 핵심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Collins et al., 1989; Dennen, 2004). 특히 협력학습 초기 그룹

의 상호작용 양상은 이어지는 상호작용과 결과물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 협력학습 초기 단계에 그룹 활동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각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Kapur et al., 2007). 또한 협력학습 도중 학습자들의 개념적 오류를 발

견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교정해주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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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협

력학습 과정에서 개념적 오류가 학습자 간 논의를 촉발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는 일종의 학습 기회로서 기능하기 때문

이다(Wong et al., 2010). 본 활동 이전 협력학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교수자의 코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 미숙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 사전연습 활동 중 학습자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면밀히 점

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기기 조작 순서를 포함한 세분화된 절차적 안내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형성평가나 질문 등을 통해 협력학습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이해가 불

충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지식 부족으로 상호

작용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로,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

준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하며, 해결책과

관련된 힌트 제공, 학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적 질문 제공, 이용

가능한 도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학습자의 수행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지원을 포괄한다(임규연 외, 2016; Collins et al., 1989; Kim &

Hannafin, 2011). 먼저, 학습자들에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상하고 공유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고,

그룹 내 공유정신모형(shared mental model)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마인드맵, 웹 기반 협업도구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도구들은 학

습자들이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서로의 생각이 가진 공

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과제

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공동의 지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학습자들에게 프롬프트, 체크리스트 등

의 도구를 통해 과제 수행에 대한 단계별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핵심적 사항에 초점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작성 시 참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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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Sentence Opener와 같은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스캐폴딩의 과도한 사용은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약하는 부작용

으로 이어질 수 있고(Dillenbourg, 2002),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스캐

폴딩 없이도 수준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력학습이 진행되며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스캐폴

딩의 종류와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Brown et al., 1989;

Collins et al., 1989; Dickey, 2008; Schwaighofer et al., 2017).

마지막으로, 성찰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을 외현

화하여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수행 및 그룹의 협력 과정과 결

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상호작용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Collins et al., 1989, Erkenberg, 2001). 성찰을

통한 상호작용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본인이 속

한 그룹의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제시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그룹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성찰 질문에 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또

한 다른 그룹의 결과물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결과물을 비교하고, 그룹

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

인 공간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수업시간 외에도 학습자들의 성

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이 모두 종료

된 후 전반적인 협력의 결과 및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

습자들이 활동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학습환경 범주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교실 문화 조성은 교실 내 학습

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특정한 활

동이 수행되는 양상은 활동의 주체와 객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도구뿐

만 아니라 공동체의 규칙 및 문화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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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 Engeström, 1993). 협력활동이 공동의 지식 구축에 기여하는 상

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하는 행동 규범들을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규범의 중요성을 반복적

으로 상기시킴으로써 학급 전체가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Webb, 2009).

두 번째로, 학습환경을 구성할 때 학습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강인애 외, 2012; 임병노 외, 2013). 이는 온

라인상에 학습자료와 지원도구를 공유하여 학습자들이 스마트기기를 활

용해 이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

약 없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이용해 학습자들이 교

수자나 동료 학습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학습환경을 구성할 때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온라인 활동과 교실에서의 오프라인 활동이 혼합되어

진행되며, 다양한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

고, 다양한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환경

을 구성함으로써 협력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끊김없이(seamlessly)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Looi et al., 2012; So et al.,

2012; Wong & Looi, 2011). 이를 위해 온라인 공간이 면대면 상호작용

을 위한 참조 및 기록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통합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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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종 지원전략

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교수

지원

1.모델링

1.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단계별 수행 예시를 제공하라

1.2. 효과적인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예: 질문, 정교화, 비판)에 대

한 설명과 유형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1.3.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별 예시(예: 단순 동

의·반대, 감정적 비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라

1.4. 학습자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 상호작용 메시지

의 실제적 예시로서 활용하라

2.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수준에 따른 도

움을 제공하라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

자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명을 제공하라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라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자들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을 지양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라

3. 스캐

폴딩

3.1. 학습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상하고 그룹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

3.2. 학습자들이 과제의 핵심적인 사항에 집중하고, 협력의 진행 상

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예: 프롬프트, 체크리스

트)를 제공하라

3.3.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양식을 제공하라

3.4. 협력학습의 진행 단계에 따라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점차

줄여나가라

4. 성찰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예: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라

4.2. 학습자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을 평가 기준에 비추어 구

체적으로 성찰하도록 촉진하라
4.3.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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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교수학습활동 및 지원방법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

습의 수업 절차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수업의 단계는

Nelson(1999)이 제안한 협력적 문제해결의 절차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도출되었으며 준비, 문제정의, 개별탐

구, 협력적 해결안 도출, 종합 및 성찰의 5단계로 구성된다. 각 수업단계

별로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 및 지원방법, 적용된 지원전략 및 활용 가

능한 지원도구를 함께 정리한 결과물은 다음의 <표 Ⅳ-2>와 같으며, 지

원방법과 같이 개발된 지원도구들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학습

환경

5. 교실

문화

조성

5.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규칙을 내면화하도록 촉진

하라

6.접근성

6.1.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

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공

간을 제공하라

6.2.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7.통합성

7.1. 온라인 공간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 및 기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7.2. 다양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들이 온라인 플랫폼

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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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지원방법

지원

도구

준비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적응

수업에서 활용할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안내하고, 학습자들이 활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연습 활동을 실시한다

사전연습 활동 중 학습자들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어려움

을 겪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협력과제 수행

절차 및 규칙

익히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개념 및 목적을 소개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수행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둠활동

규칙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전반적 절차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실제적인

수행 예시를 통해 구체적 수행 방법을 안내한다

단계별 수행

예시

문제

정의

문제 이해

협력 과제를 제시한 후, 교수자의 질문이나 형성평가 등을 통해 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수준을 점검한다

학습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초기 아이디어

공유 및 활동

계획 수립

학습자들이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협력 과제와 관련된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

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마인드맵

활동지그룹원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며 시각화 결과물을 그룹원들과 공유하고,

그룹 내에서 각자 탐구할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

<표 Ⅳ-2>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 및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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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탐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개별

자료 탐색 및

생성

온라인 플랫폼에 개별 탐구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학습자료 및 수행 예시를

업로드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

6.2

7.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들이 개별 탐구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적

극적으로 주고받도록 안내한다.
6.1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들이 각자 탐구한 내용을 학급 전체와 공유하도록

한다.
6.2

온라인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학습자들의 도움 요청에 대한 응답 및 과

제 수행 수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2.3

6.1

협력적

해결안

도출

개별탐구

결과 공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절차와 규칙을 학습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모둠활동

규칙
5.1

협력 과제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력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평가 루브릭 4.1

협력 과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 메시지의 예시들

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상호작용

유형별 예시

1.3

효과적인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별 예시를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1.2

그룹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참고하며 각자 탐구한 내용을 그룹원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7.1

그룹별 토의

활동

그룹별 토의 활동의 절차별 핵심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

하여 그룹별 토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둠활동

체크리스트
3.2

그룹별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의 탐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

유하도록 한다.

3.1

7.1

그룹별 토의 활동 초반에 각 그룹의 토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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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최종

해결안 도출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토의 내용을 종합하고, 그룹의 최종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평가 루브릭

종합

및

성찰

최종 해결안

공유 및 동료

피드백 활동

그룹별 최종 해결안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동료 피

드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양식을 안내하고, 온라인 플

랫폼에 업로드하여 동료 피드백 작성에 참고하도록 한다.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

최종 해결안 및 동료 피드백에서 드러나는 학습자들의 오개념을 점검하고, 댓글

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개념과 관련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촉진한다.

그룹별 성찰

그룹별 최종 해결안 및 동료 피드백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학습자들

이 본인이 속한 그룹의 산출물과 비교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동료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그룹별 최종 해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본인이 속한 그룹의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그룹 평가표 및 성찰 질문을 제공하고, 그룹의 성찰 내용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

랫폼에 업로드하도록 한다.

되돌아보기

활동지

정리 및 종합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수행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교수자의 정리

피드백을 통해 협력학습을 통해 배운 점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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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 지원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가. 1차 전문가 검토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지원전략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

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교육공학 전문가 3인과 초등교사 1인이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는 아래의 <표 Ⅳ-3>과

<표 Ⅳ-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

성, 이해도 각각의 평균이 3에서 4로 전문가들은 지원전략 전반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CVI 값과

IRA 값 또한 모두 1로, 전문가의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신뢰도 및 전문

가 검토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원전략 전반

의 이해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값이 3으로, 지원전략을 보다 이해하기 쉽

도록 재서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예시를 보

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자료 제공이 필

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수지원 범주 내 구성요소인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의 차별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

습환경 범주의 구성요소와 지원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문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타

당하다.

4 4 3 4 3.75 .43 1.00 1.00

<표 Ⅳ-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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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 나타난 교수지원과 학습환경 범주에 속하는 개별 지원전

략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3에서 4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각각의 지원전

략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개 지원전략의 경

우 CVI 값이 .8 미만이었으며, IRA 값 또한 .74로 .8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원전략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

났다. 각 전문가별 응답 점수를 포함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전체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을 잘 설

명하고 있다.

4 4 3 4 3.75 .43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4 4 4 4.00 .00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

다.

4 4 3 4 3.75 .43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을 이해

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3 3 3 3 3.00 .00 1.00

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평균 SD CVI IRA

교수

지원

1.

모델링

1.1.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활용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과정을

시연하라

3.00 .00 .50

.74
1.2. 과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공동의 지

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상호작

용 메시지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유형

3.50 .50 1.00

<표 Ⅳ-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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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평균 SD CVI IRA

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1.3. 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공동의 지

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상호

작용 메시지의 유형별 예시와 함께 구

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라

3.50 .50 1.00

1.4.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체계적으

로 축적하여 동료모델로서 활용하라
3.50 .87 .75

2.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활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고, 사

전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기

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도움

을 제공하라

3.50 .87 .75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

명을 제공하라

3.75 .43 1.00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작

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라

3.50 .50 1.00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

을 지양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회

로 활용하라

3.50 .50 1.00

3.

스캐

폴딩

3.1.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표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각

화 도구(예: 마인드맵 도구)를 제공하라

3.50 .50 1.00

3.3. 학생들이 협력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질문 형식

의 프롬프트를 제공하라

3.75 .43 1.00

3.2. 학생들이 피드백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형태의 메시지 양

식을 제공하라

3.50 .50 1.00

3.4. 협력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제

공되는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줄여

나가라

3.75 .43 1.00

4.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 3.75 .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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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은 내용

의 적절성과 표현의 명확성에 관한 부분이었다. 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우선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처방적 진술이 하나의 전략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모델링에 속한 지원전략에

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활용한다는 것과 협력학습의 과정을 시연

한다는 두 가지의 전략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일부 전략의 경우 해당 전략이 속한 구성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학습환경 범

주에 속한 지원전략에서, 협력학습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환경에 해

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평균 SD CVI IRA

성찰

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라
4.2. 학생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

에 대한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에 근거한 성찰 스

크립트를 제공하라

3.25 .83 .75

4.3. 활동 종료 후 협력의 결과보다 과정

에 초점을 둔 정리 피드백을 제공하라
3.50 .50 1.00

4.4. 활동 종료 후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

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생들의 피

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추

가적인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3.50 .50 1.00

학습

환경

5.

교실

문화

조성

5.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각 규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라

3.50 .87 .75

5.2. 학생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

려움과 관련하여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

인 공간을 제공하라

3.75 .43 1.00

5.3.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언제 어디

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3.75 .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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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현 측면에서

는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지적이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성찰 스크립트’ 등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지칭하는 대상이 개인

인지 혹은 그룹인지 불분명한 표현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의 <표 Ⅳ-5>

와 같이 지원전략의 구성요소와 해당하는 하위 전략들을 수정하였다.

구분 검토 의견 수정 사항

지원

전략

전반

예시의 구체성이

부족함

◾예시의 구체성을 보강하고, 예시를 지원전략과

구분하여 별도의 란에 서술함
교수지원 범주 내

구성요소들의 구분이

불분명함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지원전략들을 재서술함

학습환경 범주의

지원전략이 부족함

◾학습환경 범주의 지원전략을 추가하고,

구성요소를 교실 문화 조성, 접근성, 통합성으로

세분화함

개

별

지

원

전

략

내

용

서로 다른 내용이

하나의 전략 내 혼재

◾해당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남김으로써 전략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함
해당 전략이 속한

구성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함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서술함

표

현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사용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거나,

예시를 추가함

지칭 대상이 모호한

표현 사용
◾지칭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수정함

<표 Ⅳ-5> 1차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각 지원전략

에 대한 예시를 보강하고, 지원전략 아래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 예시를

서술하였다. 또한 교수범주 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전략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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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전략들을 다시 서술하였다. 그리고 학습환경 범주의 지원전략을

보강하기 위해 학습환경 범주의 하위 구성요소로 ‘교실 문화 조성’, ‘접근

성’, ‘통합성’을 추가하여 학습환경의 물리적, 문화적 측면과 스마트기기

의 어포던스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개별 지원전략을 수정하였다. 서로 다른 내

용이 혼재되어 있는 지원전략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만을 남김으로써 전

략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전략 1.1의 경우 ‘협력학습 수행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강조되도록 표현과 예시를 수정하였으며, 전략 1.2와 전

략 1.3의 경우 ‘과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이라는 두 요소 중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표현 및 예시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전략 5.1

의 경우 ‘학습환경’ 구성요소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규칙의 내면화’를

통해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프롬프트, 성찰 스

크립트와 같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경우 ‘단계별 안

내’, ‘구체적 성찰 지원’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지원전략

및 각 지원전략에 대한 예시는 [부록 2]의 2차 전문가 검토 문항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나. 2차 전문가 검토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지원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

기 위해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검토에는 1차 전문

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4인이 그대로 참여하였다.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는 아래의 <표 Ⅳ-6>과 같다. 전문가 검토 결과, 지원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각각의 평균이

3.75에서 4로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CVI 값과 IRA 값 또한 모두 1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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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나타내어, 지원전략의 타당성과 전문가 검토 결과의 신뢰성이 입

증되었다. 다만 전문가 B는 지원전략에 사용된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다

소 길고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전략에 사용된 표현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는 아래의 <표 Ⅳ-7>과 같다. 교

수지원 범주의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성찰에 속하는 16개 지원전략과

문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타

당하다.

4 4 4 4 4.00 .00 1.00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을 잘 설

명하고 있다.

4 4 4 4 4.00 .00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4 4 4 4.00 .00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

다.

4 4 3 4 3.75 .43 1.00

본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

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을 이해

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4 3 4 4 3.75 .43 1.00

<표 Ⅳ-6>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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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범주의 교실 문화 조성, 접근성, 통합성에 속하는 9개 지원전략

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3.25에서 4점 사이로 긍정적이었다. 또한 CVI

값과 IRA 값 모두 1로 .80 이상을 나타내어, 개별 지원전략의 타당성과

전문가 검토 결과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평균 SD CVI IRA

교수

지원

1.

모델링

1.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단

계별 수행 예시를 제공하라
4.00 .00 1.00

1.00

1.2. 효과적인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

(예: 질문, 정교화, 비판)에 대한 설명과

유형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4.00 .00 1.00

1.3.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별 예시(예: 단순 동의·반대, 감정적

비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

하라

4.00 .00 1.00

1.4.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여 유형별 상호작용 메시지의

실제적 예시로서 활용하라

3.75 .43 1.00

2.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활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고, 사

전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도

움을 제공하라

3.25 .43 1.00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를 점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명을 제공하라

4.00 .00 1.00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

작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

하라

4.00 .00 1.00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자

들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

정을 지양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

4.00 .00 1.00

<표 Ⅳ-7>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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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평균 SD CVI IRA

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

회로 활용하라

3.

스캐

폴딩

3.1. 학습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상

하고 그룹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

각화 도구를 제공하라

3.75 .43 1.00

3.2. 학습자들이 과제의 핵심적인 사항에

집중하고, 협력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예: 프롬

프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라

4.00 .00 1.00

3.3.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양식을 제공

하라

4.00 .00 1.00

3.4. 협력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제공되는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점차 줄여나

가라

3.50 .50 1.00

4.

성찰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

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예: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라

4.00 .00 1.00

4.2. 학습자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

용을 평가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성찰하도록 촉진하라

4.00 .00 1.00

4.3. 활동 종료 후 협력의 결과뿐만 아니

라 과정에도 초점을 둔 정리 피드백을

제공하라

4.00 .00 1.00

4.4. 활동 종료 후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

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적인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

라

3.50 .50 1.00

학습

환경

5.

교실

문화

조성

5.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규칙을 내

면화하도록 촉진하라

3.50 .50 1.00

6.

접근성

6.1. 학생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

려움과 관련하여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

인 공간을 제공하라

4.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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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주로 표현의 간결성과

명확성, 지원전략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일부 전략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 C는 전략 7.1

과 7.2가 지원전략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과 예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

다. 다음으로 불필요하게 포함된 중복적인 표현들을 삭제하고 문장을 간

략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부 전략의 경우 보다 구체

적인 서술을 통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전략 4.4의 경우 ‘활동’이라는 표현이 의

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 <표 Ⅳ-8>과 같이 지원전략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범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평균 SD CVI IRA

6.2.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언제 어디

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4.00 .00 1.00

7.

통합성

7.1.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라
3.50 .50 1.00

7.2. 다양한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통합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

축하라

3.50 .50 1.00

구분 검토 의견 수정 사항

지원

전략

전반

표현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움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지원전략들을 재서술함

개

별

지

원

전

략

내

용

전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전략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당 전략을 재서술함

표

현

불필요한 중복적

표현 사용
◾중복적 표현을 삭제하고 서술을 간략화함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 사용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서술을

구체화함

<표 Ⅳ-8> 2차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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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원전략 전반의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의 전략들이 의미

하는 바가 명료하고 간단하게 드러나도록 표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개별 지원전략을 수정·보완하였다. 전략

7.1과 전략 7.2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 적용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

게끔 ‘온라인 공간을 통한 면대면 상호작용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

으로 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도록 전

략을 수정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복적인 표현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미 전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의미

가 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의 경우 서술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지원전략의 내용에 적합

하게 예시를 수정하였다.

각 전문가별 응답 점수를 포함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전체는 [부록

2]에서, 각각의 지원전략에 대한 예시를 포함한 최종 지원전략은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상호작용 지원전략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가. 지원전략에 대한 교수자 반응

1)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 반응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교수자와의 면담 내용 중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

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Ⅳ-9>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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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 반응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우선 수업이 학생들의 상호작용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교수자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학생

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충하거나 비판하는 것과 같은 생산적인 상호

작용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해당 차시나 교과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국어와 같은 다

른 교과의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에서 서로의 글을 검

토하고 답글을 달아주는 활동을 할 때도 수업에서 익힌 상호작용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활동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었

다. 교수자는 스마트기기가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활동 결과물을 공유

할 때 보조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점이 유용하다고 인식했다.

애들이 아무래도 의미 있는 댓글,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댓

글 수준이라든지 꼭 온라인 수업, 스마트 수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과에

서도, 국어 수업을 할 때도, 책에 서로 피드백을 달아줄 때도 그런 것들

구분 교수자 반응 세부 내용

장점

상호작용의 질

향상

중간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수준이 많

이 향상되었다

학습 내용의

전이

다른 교과 수업(국어)을 할 때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피드백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활동 공유의

편리성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에 편리했다

개선점

개인차에 따른

어려움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

었다

잘하는 모둠의 경우 과제를 빨리 끝내고 수업과 무관한 활

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통제가 어려웠다

활동의 난이도
활동의 목표(상호작용의 질 향상)와 주제(자유권 제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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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해서 동시적으로 할 수 있어서, 보충하기나 비판하기 이런 것들을

애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과도 그렇지만 일단 토론 수업에, 그런 수업에 좋고. 또 공유할 때,

수업시간에 공유할 때 그런 보조 기자재로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100% 온라인으로 교실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발표할 때 애들이 종이에 쓴 거는 잘 안보이니까, 칠판에 쓴

거를 붙이고 사진 찍어서 TV 화면으로 보여주면 확대가 되니까 발표할

때 시각자료로 도움이 되고.

한편,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개선점으로는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

른 수업 진행상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학생들마다 학업 수준이나 스마

트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에 편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는

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포함된

모둠의 경우 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따라서 활동을 마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주로 포함된 모둠의 경우

활동을 주어진 시간보다 먼저 끝내고 남는 시간에 과제와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교수자가 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이라는 활동의 목표와, ‘자유권 제한’

이라는 활동의 주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추상적

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직 구체적 조작기를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자유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함과 동시

에 상호작용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스마트 수업을 하다보면 항상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하다가 중간에 애들이 페북 메시지 하면서 걸렸어요. 하다 보면 모둠이나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똘똘한 애들이 페북 메시지 하다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을 따로 지도를 했는데. 그렇게 과제에 따른

개인차죠. 그에 따른 통제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게 좀 아쉽죠.

초등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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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다 좀 더 심화가 됐던 것 같아요. (중략) 교육과정 상으로는 상호작

용 질 향상이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초등학교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중학교보다는 추상적인 것이 어렵잖아요. 확실히 잘하는

애들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중간 이상의 잘하는 애들은 레벨이 많이 올

라갔고, 못하는 애들은 여전히 많이 어렵고…

앞서 언급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학습자

의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와 활동 안내의 구체성을 조정하는 방

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위해 보

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전체 활동 중 글을 쓰는 활동

의 비중을 줄이는 등 학습자들이 좀 더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

습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는 좀 더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

운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교수자는 ‘자유

권 제한’의 경우 주제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며, 학생들이 쉽게 해당하는

사례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

급하며, 학습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

는 것이 원활한 활동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애들은 쓰라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잘 됐는지 체크하게 해서 정말 설문

지식으로 체크하게 하는 게 애들한테...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예시가 최대한 다양한 주제가 좋죠. 자유권 제한이 바람직한 사례는 딱

봐도 예시가 많이 안 떠오르잖아요. 딱 들어도 예시가 많이 떠오를 수 있

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게 더 좋겠죠.

2)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교수자 반응

개별 지원전략과 지원도구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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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와의 면담 내용 중 지원전략의 각 구성요소 및 해당 지원전략에 대

한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는

주로 모델링에 해당하는 지원전략 및 도구가 유용하다고 인식한 반면,

상대적으로 스캐폴딩과 성찰에 해당하는 지원전략 및 도구의 유용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코칭에 해당하는 지원전략에 대해서는 전략의 필

요성과 효과성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지원전략의 각 구성요소별로 개별 지원전략

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자는 모델링에 해당하는 지원전략이 학생들의 협력학습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에게 구체적

인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다만, 예시의 다양성을 전략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

급하였다. 예시가 학생들의 사고를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 중 몇 개를 참고하여 활동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잘 됐어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애들은 항상 예

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고. 잘 해주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시의 다양성… 좀 더 다양한 거. 다양한 예시를

주고 학생들이 그것들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반면 코칭에 해당하는 지원전략의 경우, 해당하는 지원전략들의 효과

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의 활동을 점검하

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학급 SNS에 올

라오는 과제물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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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은 제가 아이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그런 즉각적인

교환.. 이런 것들도 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하기는 하

는데… 효과적이기는 했어요. 내가 적용을 잘 못했지. 어려워요 이게. 계

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는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쉽게 적용하

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물론 애들 거 일일이 다 해주는 건 좋아요. 효과

적인데 쉽지는 않다.

코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일괄적으로 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수업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교사가 다 보면서 코칭하기는 쉬

운 거는 아니다. 뭐 그런 거. 쉽지 않다는 거는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어

렵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채점이나 피드백

은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컴퓨터로 또 봐야 되고. 선생님들, 젊

은 연령층 중에서도 스마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까 좀 코칭의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죠. 애들이

산으로 가게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다 일일이 볼 수도 없

는 노릇이고...

스캐폴딩에 해당하는 지원전략과 도구의 경우,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

을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메시지 양식을 제공한 것은 효과적이었으

나, 마인드맵이나 패들렛과 같은 시각화 도구 활용 및 단계별 체크리스

트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수자는 단계별 체크리

스트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기보다는, 교사가 핵

심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진행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

식하였다.

그리고 스캐폴딩, 시각화 도구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 안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교사

만 가지고 있고 교사가 계속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교

사만 가지고 있으면서 포인트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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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에 해당하는 지원전략과 도구에 대해, 교수자는 루브릭 제시의 효

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생들이 제시된 루브릭의 평가 기준을 명확

히 이해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활

동 결과물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찰하는 활동의 경

우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활동을 진행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 문

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찰 같은 경우 루브릭을 제시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

거 가지고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종료 후 (온라인상 결

과물 공유 및 피드백) 이것도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거를 계속계속 하니까 애들이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학습환경 범주에 속하는 지원전략들에 대해 교수자는 현실적으로 학교

에서 최선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기는 어려우며, 교사가 이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모둠활동 규칙의 경우 교사가 이를

한번 언급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교실 문화 조성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

환경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안 가져온 애들도 있고, 박살난 애들도 있

고 그래서 몇 대 모자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고로 잘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나. 지원전략에 대한 학습자 반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

략을 적용한 수업이 끝난 후, 설문과 면담을 통해 지원전략에 대한 학습

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의 평균값은 3.87로 높은 편이었으며, 협력 과정 중 상호작용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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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묻는 문항과 전략 및 도구의 유용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

균값이 각각 4.09, 4.15로 학습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문항 범주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수업 만족도 11 3.87 .75

상호작용 인식 9 4.09 .83

전략 및 도구의

유용성
16 4.15 .61

<표 Ⅳ-10> 학습자 설문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1)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상황흥미(4문항), 인지된 학습결과(4문항), 그룹 수행에 대한 인

식(3문항), 상호작용 인식(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5점: 매우 그렇

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대한 학습자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Ⅳ-11>, <표 Ⅳ-12>와 같다.

<표 Ⅳ-11>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문항 범주 평균 표준편차

상황흥미 3.88 .74

인지된 학습결과 3.83 .82

그룹 수행에 대한 인식 3.92 .94

각 문항 범주에 대한 학습자 응답의 평균은 3.83에서 3.92 사이로, 학

습자들은 대체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에서 자신이 속한 모둠이 과제

를 잘 수행했고(M=3.92, SD=.94),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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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88, SD=.74), 수업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

였다(M=3.83, SD=.82). 상대적으로 상황흥미와 인지된 학습결과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수자 면담과 후술할 학

습자 면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수업 주제 자체가 학생들에게 다소 추

상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그룹 수행에 대한 인

식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교수자 면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둠 간의 개인차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 Ⅳ-12>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모둠은 과제에 필요한 의견을 서로에게 제공하였다. 4.10 .90

2) 우리 모둠은 과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다. 4.07 .96

3) 우리 모둠은 모둠활동에 집중하였다. 4.10 .86

4) 우리 모둠은 서로의 생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4.03 1.09

5) 우리 모둠은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였다. 3.93 1.12

6) 우리 모둠은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4.24 .96

7) 우리 모둠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긍정적으로

다루었다.
4.10 .86

8) 우리 모둠은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었다.
4.17 1.00

9) 우리 모둠은 서로의 반대되는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4.03 .91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학습자 응답의 평균은 3.93에서 4.24 사이로,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의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

들은 모둠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M=4.24, SD=.96), 서

로 다른 생각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M=4.17, SD=1.00)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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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설문문항과 학습자 면담을 통해 수업의 장점, 제한점, 개선방안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학습자의 반응을 수집하고, 설문결과에 대한 해

석을 도출하였다. 개방 코딩과 범주화 과정을 거친 개방형 설문문항 분

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 및 <표 Ⅳ-14>와 같다.

<표 Ⅳ-13>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의 장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먼저 학습자들은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기회 확대를 언급하였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면대면과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

하며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1명). 상호작용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상호작

용의 질적인 향상 또한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수업

을 통해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본인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차

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

다. [그림 Ⅳ-1]과 같이 학급 밴드 페이지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댓글 활

구분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장점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11
스마트기기를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교환

할 수 있었다
3

평소에 발표를 안 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

었다
1

정보의
검색과 공유

교과서로 배우는 내용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5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공유할 수 있다 3

흥미 유발 스마트기기를 수업에서 사용해서 재미있었다 3
활동 수행의
용이성

모둠활동을 더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2

활동의
다양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서 좋았다 2

협력역량
향상

모둠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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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 역시 본 수업에서 학습자 간에 과제와 관련되고, 공동의 지식

구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호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스마트기기 활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학습자들도 있었다(3명).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의견

을 정리된 형태로 공유할 수 있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

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쉽게 참고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 보다 생산적

인 토론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발표를 잘

안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모둠에 있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 어려웠는데,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다는 점 또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나타났다(1명).

친구들 의견을 되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같은 주제여도 다른 의견

이 있으니까. (학생 B)

저도 마찬가지로 댓글활동이 기억에 남았는데. 저는 나쁜 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둠이 아니라 저희 반

전체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모둠의 글도

[그림 Ⅳ-1] 학습자 간 상호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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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른 모둠에서 저희 쪽 모둠의 것을 피드백을 주

고 해결을 해주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의견도 잘 맞고 어려운 점이 있으

면 해결해서 고치고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서 이야길 해주고 하

니까 서로 궁금한 거 묻고 답해주니까 그 과정이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

요. (학생 D)

다 같이 말하면 정리가 잘 안되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애

들이 뭐라고 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정리되니까 보기 편

해서 좋았어요. (학생 C)

공유하는 활동을 전에는 모둠끼리만 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랑 공유

하니까, 더 다른 좋은 생각도 볼 수 있고 좋았어요. (학생 J)

다음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고 공유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인식되었다.

학습자들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에도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5명),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점(3명)이 학

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걸 찾아보면서

하는 게 더 좋았고 더 새로운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학생 A)

일단 스마트기기로 하다 보니까 자료조사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뭐 그 스마트기기를 활용안하고 했으면 집에 가서 또 조사하고 했

어야 했는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학생

E)

몇몇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흥미로

웠다고 응답하였다(3명). 평소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스마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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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교과서에서 정보를 찾고 종이에 글을 작성

하는 일반적인 수업 활동보다 스마트기기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활동이 훨씬 편리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2명). 그밖에 평

소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2명)는 점과,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 방법을 알게 되고, 협력을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2

명)는 점이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지루하게 애들이랑 공부하는 것보다 스마트기기 활용하니까 더 실감나

고 재밌었어요. (학생 H)

저는 선생님이 책 보고서 가르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확실히 많이 사

용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책에서 숨어있는 글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검색하거나 서로 같이 힘을 합쳐 찾아서 쓰니까 괜찮고 손으

로 쓰는 것보다 더 편하고. (학생 F)

친구들이랑 서로 협동할 수 있게 되어서 친구들이랑 모둠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학생 E)

<표 Ⅳ-14>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전반의 제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학습자 반응

구분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제한

점

모둠 내
의견충돌

모둠원 간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 7

개별 활동
수행의
어려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사례조사, 4컷 만화 그리

기)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4

기기 사용
미숙

스마트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웠다. 2

기기
접근성 문제

스마트폰이 없어 불편했다. 2

내용 이해의
어려움

학습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1

글 작성에
대한 부담

글을 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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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의 제한점으로는 모둠원 간 의견 충돌로 인한

어려움(7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모둠의 결론을 도출할 때 모둠원

들의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종종 모둠원 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졌

으며, 일부 학습자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

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경험 부족으로 인해 서로의 의견 차이

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사회적 조절(Hesse et al., 2015;

Järvelä et al., 2015)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무래도 이런 걸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을 정

리할 때 의견이 잘 안 맞아져서 곤란했던 게 있었어요. (학생 D)

일단 생각을 하면서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이 잘 안 맞

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의견을 합해

서 하는 게 모둠활동인데, 자기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

어 가지고 친구들끼리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E)

개선

방안

활동 주제
변경

수업 과목 또는 활동 주제를 바꿨으면 좋겠다(수학,

국어, 과학 등).
5

활동의
다양화

재미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3

모둠 활동
비중 확대

모둠활동 및 학급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을 늘렸으면

좋겠다.
3

모둠 구성
모둠을 바꿨으면 좋겠다. 2
모둠원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1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
확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활동을 늘렸으면 좋겠다. 2

기기 접근성
확보

스마트기기가 없는 친구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빌려 주

었으면 좋겠다.
2

예시의
다양화

예시를 더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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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둠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모둠 단위의 활동이 아닌, 모둠활동

전 수행된 일상 속 사례 찾기 활동, 성찰활동의 일부로 실시된 4컷 만화

그리기 활동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의 경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

다는 의견이 있었다(4명).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활동 전

모둠원들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 활동을 수행

하고,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실질적

으로 사전에 생각을 공유할 시간이 부족하고, 교실 내 TV 화면 크기로

인해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예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모둠활동 및 학급 전체가 함께 하는 활동의

비중을 확대하거나(3명), 개별 활동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더욱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안(1명)이 제시되었다.

일단 맨 처음에 각자 이제 글을 올릴 때 그 때 생소하다보니까 뭘 해

야 할지 잘 생각도 안 나고, 맨 처음부터 모둠원들과 같이 했으면 더 생

각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 때는(마인드맵 활

동 때는) 너무 이야기를 못 나눠가지고. (학생 E)

이걸 정리해서 올리라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예

시가 잘 안 보이면...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서 올리라 했는데 예시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기다리는 점이 이상했어요. (학생 C)

다음으로, 스마트기기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 조작 및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2명), 개인 소유의 스마트기기가 없어 수업시간

외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2명) 활동 진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수

업시간에는 교사가 준비한 태블릿 PC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

능했지만, 수업이 끝난 후 학급 SNS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접속하기 위

해서는 주변 친구들의 스마트폰을 빌려야 하는 등 기기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습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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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안되었다(2명).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

금 어렵긴 했어요. (학생 B)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앱을 사용해서 그 정보

를 찾아야 하는지 그 주제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뭐랄까 찾아도 막 제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와 갖고. 그 이미지를 찾아갖고 붙여서 같이 글을 쓰

는 부분에서 이미지가 적당한 게 안 나와서 좀 헤맸어요. (학생 G)

아쉬웠던 점은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계속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

(학생 H)

이외에도 학습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1명)과 학급 SNS

에 공유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는 활동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1명)이

있었다.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사회 이외에 다른 교과 혹은 좀 더 흥미

로운 주제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5명), 몇몇 학습자는 면담에서 글 이외에

그림 등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

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의견 공유

에 비해 면대면 논의 시간이 적으며,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에는 사회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뭐 다른 과목으로 해봤으면

조금 좋겠어요. 일단 과학은 실험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

해서 비판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국어는

토론, 토의를 하니까 그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학생 E)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약간 적어서 올려야 하잖아

요. 약간 글을 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고. (학생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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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 만화 그리기 활동이) 스마트기기로 계속 치기보다는 그림 그려가

지고 좀 재밌었는데. 쉽고 또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H)

(모둠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생 B)

2) 개별 지원전략 및 도구에 대한 학습자 반응

수업에 적용된 개별 지원전략 및 도구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조사

하기 위해 설문과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 지원전략 및 도구

의 효과성을 묻는 총 16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효과성에 대

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당 설문문항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 분석 결과, 각 문

항에 대한 학습자 응답의 평균값은 4.00에서 4.28 사이로, 학습자들은 전

반적으로 수업에 적용된 개별 지원전략 및 도구들이 협력과제 수행 및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특

히 패들렛을 통한 의견 공유가 모둠원들의 생각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하였으며(M=4.28, SD=.70), 교사의 정리 피드백이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M=4.28, SD=.70).

또한 모둠활동 규칙이 활동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M=4.28, SD=.70),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연습(M=4.24, SD=.64)과 온라

인 댓글활동에 대한 안내(M=4.21, SD=.73)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

학습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5> 개별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에 대한 학습자 반응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 연습 활동’과 선생님의 안내는 모

둠활동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사례문제(권리의 충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패들렛에 올려본 것

4.2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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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준비-문제정의-개별 탐

구–협력적 해결안 도출-종합 및 성찰 각 단계에 적용된 지원전략 및

2) 모둠활동 전 ‘선생님이 활동과 관련된 핵심 개념(권리,

의무, 자유권 등)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을

해주신 것’은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모둠활동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03 .68

3) 모둠활동 전 ‘마인드맵 활동지를 통해 모둠원들과 아이디

어를 공유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4.00 .76

4) ‘모둠활동 단계별 예시자료’는 전반적인 모둠활동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 모둠활동의 단계별 진행 방법을 예시사례(청소년 심야

PC방 이용금지 등)를 통해 보여준 것

4.17 .76

5) ‘모둠활동 평가 기준’은 모둠활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4 .74

6) ‘효과적인/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자료’는 모둠 내 토론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0 .72

7) ‘모둠별 토론활동 점검하기’는 모둠의 활동이 잘 진행되

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07 .80

8) ‘패들렛을 통한 의견 공유’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28 .70

9) ‘모둠활동 중 선생님이 주신 조언’은 모둠활동이 효과적

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1 .83

10) ‘선생님이 학급 SNS 게시글에 남긴 댓글’은 모둠원들과

함께 학습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0 .67

11) ‘온라인 댓글 활동 안내’의 설명 및 참고 양식은 다른

모둠의 게시글에 구체적인 댓글을 다는 데 도움이 되었다.
4.21 .73

12) ‘모둠활동 우수사례 소개’는 모둠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4 .79

13) ‘되돌아보기 활동지’는 모둠의 활동을 성찰하고, 고쳐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0 .82

14) ‘선생님이 반 전체의 모둠활동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

로 정리해 주신 것’은 모둠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28 .70

15) ‘모둠활동 규칙’은 모둠활동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28 .70

16) ‘학급 SNS를 통한 의사소통 및 자료 공유’는 모둠활동

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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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활동이 시

작되기 전 준비와 문제정의 단계에서 적용된 지원전략 및 도구가 이후

활동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

연습을 통해 이후 활동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미리 고민하고 공유하며 활동 주제와 목표를 명

확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정의 단계에서 마인드맵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상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준비 단계에서 제시한 모둠활동 단계별 수행 예시의 경우, 예시가

하나의 사례(청소년 심야 PC방 출입 제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학생

들의 의견의 다양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시를 보다 다

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는 마인드맵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원래 자유권 제한이

범위가 많이 넓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권 내에서 또 하나

를 찾는데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찾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할 수 있었

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D)

주제가 잡혀있으면, 나머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주제가 안 잡혀 있

으면 딴 거는 잘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떠올리기가 좀 힘

든데, 마인드맵 같은 게 주제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

요. (학생 J)

모둠끼리 통일해가지고 글 올릴 때 있잖아요. 그 때 개인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데, 좀 똑같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로 짤 때 조금 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다 하니까. (학생 I)

본 활동이 진행되는 단계인 개별 탐구 단계와 협력적 해결안 도출 단

계에 대해,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제시한 예시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제공된 다양한 스캐폴딩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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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트를 통해 모둠활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루브릭을 통해 모둠

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협력적 해결안 도출 단계에서 웹 기반 의견 공유 도구인 패들렛을

사용한 것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피드백을 통해 발전된 의견을 도

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패들렛을 통해 다른 모둠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둠활동을 하면서 못했던 걸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A)

의견을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나

뉘는데,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좋

았어요. (학생 C)

저희는 의견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겹쳐 있으면 불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마다

서로 의견을 물어보면서 이건 이거냐, 저건 저거냐 물어보면서 하다보니

까 그거를 피드백을 받고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조는 토론을 좀 열심히 했던 편이라서. (학생 D)

다른 모둠 애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패들렛으로 들을 수 있어

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학생 B)

마지막으로 종합 및 성찰 단계에 적용된 지원전략 및 도구 중에서, 학

습자들은 특히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와 우수사례 공유 활동이 모둠의 결

론글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학

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에 제시된 메시지 양식을 통해 보다 이해

하기 쉽고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찰이 촉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공유 활동을 통해 다른

모둠의 결과물과 본인이 속한 모둠의 결과물을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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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친구들한테 예시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참고해서 하면 애들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더 고칠 수 있는 점을 말해줄 수 있어서, 이 예시가 도

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 A)

저는 (우수사례를 통해) 다른 모둠과 비교했을 때 저희 모둠의 의견이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생 B)

수업에 적용된 개별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일부 학습자들은 수업에 적용된 지원도구의

수가 다소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학습자들이 개별 지원도

구를 전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지원도구를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지원도구의 수를 줄이는 대신, 지원도구에 대한 안내를 상세

화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마인드맵이나 기준표 같은 거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런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업 자체가

좀 못 견디고 지루하거나 싫어하는 애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공부 같은

개념들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표나 마인드 맵 같은 거를 살

짝 줄여주고 자세히 표현해주고 애들의 관심을 끌고 좀 더 재밌게 수업

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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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자가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그 타당

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고

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원전략을 개발·수정하고,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원전략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지니고 있는 차별성 및 지원전략의 효

과와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전략과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

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과 단계별 지원방법, 학습자 지원도구가 개

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원전략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략 및 처방과 구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은 교수자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구

체성과 처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과 모바일

기반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촉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

은 대체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지침을 제공하기보다는, 학

습자에게 특정한 도구나 처치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Chang, Choi, & Huang, 2018; Sung, Hwang, & Chang, 2016). 이

경우 전문가의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 없이 해당 도구나 처치를 현장 교

사가 본인의 수업 맥락에 적용하고, 이에 맞는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은 구체적인

예시와 더불어 협력학습의 단계별로 교사의 지원활동을 안내하는 단계별

지원방법과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지원도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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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전략의 구체성과 처방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교수자가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스

마트교육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며 이동성, 맥락성 등 스마트기기의 어포

던스를 강조한 선행연구(강인애 외, 2012; 임병노 외, 2013)나 스마트기

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경험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심리스

러닝 관련 선행연구(Looi et al., 2010; Wong & Looi, 2011)의 결과물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기기가 가지는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 학습자료와 지

원도구를 공유하고, 학습자들이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

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공간에서의 학습경험을 끊김없이(seamlessly)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특성(Wong & Looi, 2011)을 활용하여 온

라인 공간을 면대면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 및 기록 공간으로

활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적 학습환경

을 구축하는 것 역시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상호작용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은 구성주의적 교수방법인 인지적

도제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시된 전략들과 차이점

을 지닌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스마

트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활동 자체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으며, 기

존의 검증된 교수방법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김현주,

임정훈, 2014). 본 연구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학습 맥락에서 효과성

이 입증된 인지적 도제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적

용된 전략들을 종합하고, 전략의 체계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였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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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작용 지원전략의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 촉진 및 상호작용의

질 향상,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의 심화, 협력역량의 향상 및 다른 협력학

습 상황에의 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은 협력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상호작용

의 과제 관련성과 교류성을 높임으로써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

와 관련하여 교수자는 면담에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학습자 설문 결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4.09로 높은 편이였으며, 학습자들은 면담

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동료 학습자들과 각자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다른 모둠과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스마트기기 혹은 SNS

를 활용한 협력학습이 학습자 간 상호작용 빈도를 증대시킨다는 Sun과

동료들(2018)의 연구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의 특징으로 상호작용

성을 강조한 강인애 외(2012), 임정훈과 김상홍(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면담에서 개발된 지원전략과 도구들이 효과

적인 상호작용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과제 수행의 핵심적인 사

항들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모둠 내 성찰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상호작용

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환

경에서 모델을 통해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Rummel et

al., 2009),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과제 수행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을 지

원하는 도구를 제공하거나(Järvelä et al., 2015), 구체적인 성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조영환 외, 2015) 상호작용의 질적인 향상을 촉진

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다만 선행연

구들이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락에서 모델링, 조절 활동, 성찰 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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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특정 요소를 지원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전략의 효과

성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은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기

여하였다. 학습자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통해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고, 협력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해당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설문에서 인지된 학습결과에 대한 비교적

높은 평균값 역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향상

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상호작용의

향상으로 인한 학습 효과성 증대와 더불어,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능

동적·구성적 학습 및 사고를 외현화하고 정교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마인

드툴(mindtool)로서의 스마트기기 활용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습

자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이 적용된 일상사례

를 찾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및 학급 SNS 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습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

서의 설명을 읽거나 교수자의 설명을 듣는 기존의 수동적(passive) 학습

대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능동

적(active), 구성적(constructive)인 학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hi, 2009). 또한 본 지원전략에서는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습

자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시각자료나 텍스트 형태로

외현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를 보다 객관적

으로 검토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스마트

기기가 학습자들의 인지활동을 확장시키는 일종의 마인드툴로서 기능했

다고 볼 수 있다(Howland, Jonassen, & Marra, 2012).

셋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질 향상을 위한 지

원전략은 학습자들의 협력역량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통해 향상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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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전이를 유발했다. 학습자들은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을 통해 상

호작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업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및

협력방식에 대한 지식이 다른 협력학습 맥락에 전이되는 현상이 관찰되

었다는 점이다. 교수자는 면담에서 학습자들이 지원전략이 적용된 수업

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을 국어 교과에서 서로가 쓴 글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하는 활동에 적용하는 등 학습한 내용의 전이가 관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본 지원전략이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 루브

릭, 우수사례 공유, 모둠별 성찰 활동 등을 통해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

의 지속적인 성찰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식의 내면화를

촉진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다. 상호작용 지원전략의 개선점

교수자와 학습자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된 지원전략의 개선점으로는

예시의 다양성 고려, 개인차를 고려한 지원전략 및 도구의 필요성, 다양

한 형식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교수자와 학습

자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모델링에 사용되는 협력과제 수행 예시의 다양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시의 다양성 부족이

학습자들의 사고를 제약할 수 있다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우려와 다양한

소규모 예시의 제공이 다각적인 이해와 사고를 촉진한다는 인지적 유연

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Choi, Hong,

Park, & Lee, 2013; Spiro & Jehng, 1990), 예시의 다양성 확보를 모델링

전략의 일부로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교수자 개인

이 다양한 예시를 모두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디스쿨

(https://www.indischool.com/)과 같은 교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 다

양한 맥락에서 개발한 예시를 공유하고 이를 해당 수업 맥락에 맞게 각

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지원전략 및 도구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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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바

탕으로 한 코칭을 통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전략으로 포함하였으나,

교수자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수

자의 부담을 덜고,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전략 또는 지원도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분석이란 “학습

자와 학습 맥락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보고함으로써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려는 접근(Long & Siemens, 2011,

p. 34)”을 의미한다. 학습분석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비롯해 온

라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그룹 및 학습자

의 상황 및 요구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수자의 의사결정 및 학습자의 학습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Greller & Drachsler, 2012; Pardo, 2014). 예를 들어,

학습분석 기반 시스템이 학습자들의 채팅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수자에게 개입이 필요한 그룹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거나, 각 그룹에

상황에 따른 피드백을 직접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차

를 고려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Martinez-Maldonado,

Clayphan, Yacef, & Kay, 2015; van Leeuwen, Janssen, Erkens, &

Brekelmans, 2015).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형식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주로 음성과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하고 지원전략 및 수

업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의 경우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림을 그리고 공유하는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지목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단순히 음성과 텍스트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의 시

각자료 또한 상호작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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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주요한 통로로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텍스트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통한 표현과 소통에 더욱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

이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 이후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서 학습자들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Prensky, 2001), 다양한 상호

작용 형식을 고려하여 수업 및 상호작용 지원전략을 설계하고 적용할 필

요가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 결과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학

습에서 수준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천적,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전략과 처방이 부족한 점(김현주, 임정훈, 2014)을 보완하고,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처음 시도하는 교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의 일반적 단계를 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고, 단계별로 교수자가 참

고할 수 있는 지원방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지원전략, 단계별 지원방법, 지원도구들은 교

수자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활동을 구상하고, 각각의 단계별

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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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교수지원 범주의 전략은 예시를 통한 모델링, 교수자의 모니

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코칭,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스캐폴딩, 학습자들의 자기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성찰을 포괄하

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맥락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 지원을 위한 전략이나 도

구들이 다수 연구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한 전략이나 처

치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이

고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도제

의 프레임워크 아래 기존에 개별적으로 적용된 전략들을 종합하고, 학습

자 간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전략의 체계성 및 효

과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교수설계와

학습 지원에 있어 어느 특정한 전략과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학

습 이론의 성과를 종합하여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는

체제적 접근을 적용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

정임, 2011).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를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협력학습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에 참

여한 학습자들은 개발된 지원전략 및 지원도구를 적용한 수업의 학습 효

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수업에 적용된 지원전략과 지원도

구들이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향상시키고, 지원

전략이 적용된 수업에서 기존 수업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과 지원도구들이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방식을 안내하고, 모둠 내 성찰 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상호작용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

고 확장을 위한 인지적 도구로서 활용하게끔 함으로써 구성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학습을 유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Chi, 2009; Howland et

al., 2012).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 질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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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

을 통해 지원전략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살펴보았으나, 일부 제한점을 지

닌다. 연구에서 드러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지원전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을 바탕으로 지원전략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지원전략이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양적·질적인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면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특성상, 상

호작용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 간의 면대면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후 연

구에서는 특정 그룹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녹화하고, 이를 온라인 상호작

용 자료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원전략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원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지원전략을 적용한

실험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전략의 효과성을 분

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급과 교과 맥락에 개

발된 지원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지원전략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호작용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

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협력학

습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은 인지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로 협

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 또한 협

력학습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Kreijins et al., 2003). 특

히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

는 데 있어 사회적·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학습자

반응 설문 결과,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지원전략을 적용한 수업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모둠원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였다. Järvelä

와 동료들(2015)은 협력학습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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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학습조절(socially shared regulation of

learning)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대상을 인지, 동기, 정서로 구분하였

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정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공유된 학습조절의 정서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역할이 대부분 교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교수

자 한 명이 약 30명의 학습자들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수자가 실

시간으로 개별 그룹과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

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따라서

추후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자에게 적

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최근에는 학습분석을 활용한 적응적 협력학습 지

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Anaya, Luque, & Peinado, 2016;

Chounta & Avouris, 2016; van Leeuwen et al., 2015). 예를 들어 학습

분석을 통해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그룹의 협력학

습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피드백을 제공하

거나 교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그룹에 대한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교수

자의 피드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

습에서는 온라인 공간에 학습자가 입력한 텍스트 외에도 GPS를 활용한

학습자의 위치 인식,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의 발화 인식 등을

통해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학습분석을 활용한 여러 시도들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교육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

써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한에서만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로 인한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사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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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교

수

지

원

모델링

1.1.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활용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 과정을 시

연하라

예) 이전 차시에 학습한 주제, 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문제

2 4 2 4 3.00 .00 .50

.74

1.2. 과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상호작용 메

시지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유형별 구체

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예)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예시나

근거와 함께 분명히 표현하는 메시지, 상

대방의 아이디어에서 불분명한 부분이나

충분히 서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

을 통해 명확한 이해를 돕는 메시지 등

3 4 3 4 3.50 .50 1.00

1.3. 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별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라

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동의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메시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 등

3 4 3 4 3.50 .50 1.00

1.4.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체계적으

로 축적하여 동료모델로서 활용하라

예) 학급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 중 우

수사례를 선정하여, 잘된 점에 대한 설명

과 함께 다음 협력학습 시작 전에 소개

4 4 2 4 3.50 .87 .75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활

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고, 사전 연

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예) 사전 연습 중 스마트기기의 기본적인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스마

트기기를 잘 다루는 학생과 짝을 지어 기

본적인 조작법을 익히도록 함

4 4 2 4 3.50 .87 .75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 4 4 3 4 3.75 .43 1.00

<표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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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점

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명을

제공하라

예) 핵심 개념에 대한 질문이나 퀴즈, 요

약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 수준

을 점검하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작

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라

예) SNS 내 그룹별 활동을 살펴본 후, 상

호작용 수준이 낮은 그룹에게는 그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담은 메시지를,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그룹에게는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개방형 질문을 담은 메시지를 제공

3 4 4 3 3.50 .50 1.00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을

지양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함으

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회로 활

용하라

예) 학생 게시글에서 오개념이 발견된 경

우, 직접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대신 댓

글을 통해 논의를 촉진하는 질문 제시

4 3 3 4 3.50 .50 1.00

스캐

폴딩

3.1.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이

해를 표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각화 도

구(예: 마인드맵 도구)를 제공하라

4 4 3 3 3.50 .50 1.00

3.2. 학생들이 피드백에 참고할 수 있는 반

구조화된 형태의 메시지 양식을 제공하라

예) OO조의 해결안은 ( )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 )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 )을

고려하여 ( )하면 어떨까요?

4 4 3 4 3.75 .43 1.00

3.3. 학생들이 협력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질문 형식의

프롬프트를 제공하라

예) 모둠원들이 조사한 자료에서 잘 이해

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질문했나요?

3 4 3 4 3.50 .50 1.00

3.4. 협력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제공되

는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줄여나가라
4 4 3 4 3.75 .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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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예) 학생들이 협력 과정에 충분히 익숙해

진 경우, 메시지 양식과 프롬프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

성찰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

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라

예) 평가 기준에 대한 루브릭 제공

4 4 3 4 3.75 .43 1.00

4.2. 학생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

도록 평가 기준에 근거한 성찰 스크립트

를 제공하라

3 4 2 4 3.25 .83 .75

4.3. 활동 종료 후 협력의 결과보다 과정

에 초점을 둔 정리 피드백을 제공하라
3 4 3 4 3.50 .50 1.00

4.4. 활동 종료 후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

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생들의 피

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

적인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4 4 3 3 3.50 .50 1.00

학

습

환

경

5.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각 규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라

4 4 2 4 3.50 .87 .75

5.2. 학생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

려움과 관련하여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라

예) 학급 SNS 내 실시간 질의응답 채팅

방 개설

4 4 3 4 3.75 .43 1.00

5.3.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

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4 4 3 4 3.75 .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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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교

수

지

원

1.

모델링

1.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단

계별 수행 예시를 제공하라
4 4 4 4 4.00 .00 1.00

1.00

예시

및

해설

개별탐구 – 그룹별 토론 – 동료 피드백 – 성찰의 각 단계별로

수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실제적인 예시 제공

1.2. 효과적인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

(예: 질문, 정교화, 비판)에 대한 설명과

유형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공동의 지식 구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을 설명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야 함

 질문: 상대방의 의견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함

 정교화: 제시된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나 예시를 추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구체화함

 비판: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토

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검토함
1.3.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별 예시(예: 단순 동의·반대, 감정적

비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

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비생산

적인(공동의 지식 구축을 저해하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대표적 유형

및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안내해야

함

단순 동의·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 반대 여부만을 표현함

F 개선방안: 동의하는 이유와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근거나 사례 제시/어떤 점에서 상대방과 생각이 다

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감정적 비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

하여 상대방을 비난

F 개선방안: 상대방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논의/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의견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

<표 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 지원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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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1.4.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여 유형별 상호작용 메시지의

실제적 예시로서 활용하라

4 4 3 4 3.75 .43 1.00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오프라인 자료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예시하는 동료 모델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동료 모델은 전문

가 모델에 비해 학생의 행동변화 및 성찰에 더욱 효과적임

2.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환경

활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고, 사전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

공하라

3 3 4 3 3.25 .43 1.00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협력학습에서 사용할 스마트기기 및 어플리

케이션을 안내하고 간단한 연습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함

온라인 협업도구(예: Google Docs, Padlet, Quip)를 활용하여 그룹

을 소개하는 사전 연습 과제를 제시한 후,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절차적 안내 제공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

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명

을 제공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사전지식 부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본 활동 전 핵심적인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점검

하고 보충해야 함

자유권의 제한이라는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론활동을 진행하기 이
전, 권리·의무·자유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형성평

가를 실시하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작

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협력학습 초기의 그룹의 상호작용 양상이 이후 그룹 활동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교수자는 협력학습 초기에 그룹 활동을 집

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에 맞는 지원을 제

공할 필요가 있음

활동 초반 그룹별 SNS 활동을 살펴보고,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경우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예: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세요), 상호작용 수준

이 높은 경우 고차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개방형 질문을(예: 대립되

는 두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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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자

들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

을 지양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함

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특정 그룹의 논의 과정이나 게시글에서 ‘(정당한) 자유권 제한’과

‘(부당한) 자유권 침해’에 대한 개념적 혼동이 발견되었을 때, 교사가

두 개념의 차이를 직접 설명하는 대신 자유권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

는 사례들이 목적, 방법, 주체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

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그룹원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개념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

스캐

폴딩

3.1. 학습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상

하고 그룹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각

화 도구를 제공하라

4 4 3 4 3.75 .43 1.00

예시

및

해설

마인드맵 도구(예: Cmaptools, OK mindmap), 협업 도구(예:

Padlet, Trello) 등

3.2. 학습자들이 과제의 핵심적인 사항에

집중하고, 협력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

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예: 프롬프

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

F 모든 모둠원들이 자신이 찾은 사례를 충분히 설명했나요?

F 모둠원들의 설명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은 없나

요?
3.3.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양식을 제공하

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이 각 그룹의 결과물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효과적인 피드백의 단계별 요소들(질문, 칭찬, 비판, 제안; Perkins,

2003)을 포함할 수 있도록 메시지 양식을 제공

F ( )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가요?

F OO 모둠의 글은 ( ) 점이 좋아요. 특히 ( )이 돋보입

니다. 하지만 ( )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 하면

어떨까요?
3.4. 협력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제공되는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점차 줄여나가

라

3 4 3 4 3.50 .50 1.00

예시

및

해설

협력학습이 진행되며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제공되는 스캐폴딩을 점진적으로 소거시켜야 함

협력학습 초기에는 단계별 프롬프트와 메시지 양식, 시각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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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를 모두 제공했다가, 협력학습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단계별 프롬프트와 메시지 양식의 제공을 중단하고 시각화 도구만

제공

4.

성찰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

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예: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과정 평가 기준: 과제 관련성, 구체적 근거 제시, 질문을 통한 명

확한 이해 형성, 논의를 통한 아이디어 발전,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적 검토 등

결과 평가 기준: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구체성, 핵심개념 활용 정

도 등
4.2. 학습자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

을 평가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성찰

하도록 촉진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앞의 평가 항목 중 지난 그룹 활동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앞의 평가 항목 중 지난 그룹 활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난 그룹 활동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어보세요.
4.3. 활동 종료 후 협력의 결과뿐만 아니

라 과정에도 초점을 둔 정리 피드백을 제

공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지난 활동에서 대부분의 그룹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글

을 잘 작성했어요.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룹원들의 아

이디어에 대한 질문이나 비판적인 검토 없이 각자 제시한 내용을 전

부 합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각 그룹원들의 아이

디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룹 내 논의를 통해 좀 더 발전된 아이디

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보아요
4.4. 활동 종료 후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

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추

가적인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3 4 3 4 3.50 .50 1.00

예시

및

해설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이나 예시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의 수행

에 대한 관찰과 비교,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통해 협력 과정에 대

해 학습하고 스스로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음

학

습

환

경

5.

교실

문화

조성

5.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지켜야 할 규

칙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규칙을 내면

화하도록 촉진하라

3 4 4 3 3.50 .50 1.00

예시

및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참여, 지식 공유, 상대에 대한 존중 등 협력학습 과정에서 지켜야 할



- 139 -

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해설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 상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자들이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접근성

6.1. 학생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

려움과 관련하여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학급 SNS 내 Q & A 채팅방 운영

6.2.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

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4 4 4 4 4.00 .00 1.00

예시

및

해설

강의 슬라이드, 과제 수행 안내, 단계별 프롬프트 등 협력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학습자들이

개인기기를 통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7.

통합성

7.1.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라
3 4 3 4 3.50 .50 1.00

예시

및

해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호작용과 면대면 상호작용이 유기적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실 내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및 1인 1기기

환경 확보가 필요함. 이를 통해 활동 중 필요에 따라 온라인 상호작

용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넘나들며 두 채널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7.2. 다양한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통합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

하라

3 4 3 4 3.50 .50 1.00

예시

및

해설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예: Edmodo, Google Drive, Trello

등)을 활용하여 접속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온라인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협력학습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예: 실시간 채팅과 토론 게시판, 자료 공유 기능을 모두 제공) 또는

다양한 외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예:

Slack, Trello, Canvas 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활동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통합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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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종 지원전략에 대한 예시 및 해설

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교

수

지

원

1.

모델링

1.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단계별 수행 예시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개별탐구 – 그룹별 토론 – 동료 피드백 – 성찰의 각 단계별로

수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실제적인 예시 제공

1.2. 효과적인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예: 질문, 정교화, 비판)에 대한 설명

과 유형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공동의 지식 구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을 설명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야 함

 질문: 상대방의 의견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함

 정교화: 제시된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나 예시를 추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구체화함

 비판: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토

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검토함

1.3.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별 예시(예: 단순 동의·반대,

감정적 비난)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비생산

적인(공동의 지식 구축을 저해하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대표적 유형

및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안내해야

함

단순 동의·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 반대 여부만을 표현함

F 개선방안: 동의하는 이유와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근거나 사례 제시/어떤 점에서 상대방과 생각이 다

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감정적 비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

하여 상대방을 비난

F 개선방안: 상대방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논의/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의견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

<표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종 지원전략에 대한 예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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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1.4. 학생들의 협력학습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 상호작용 메시지의 실제적

예시로서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오프라인 자료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인/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예

시하는 동료 모델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동료 모델은 전문가

모델에 비해 학생의 행동변화 및 성찰에 더욱 효과적임

2.

코칭

2.1. 본 활동 전에 스마트기기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

여 학습자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수준에 따른 도움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협력학습에서 사용할 스마트기기 및 어플리

케이션을 안내하고 간단한 연습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기기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함

온라인 협업도구(예: Google Docs, Padlet, Quip)를 활용하여 그룹

을 소개하는 사전 연습 과제를 제시한 후,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절차적 안내 제공

2.2. 본 활동 전에 활동 수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이해 정도에 따른 보충적 설명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사전지식 부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본 활동 전 핵심적인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점검

하고 보충해야 함

자유권의 제한이라는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론활동을 진행하기 이
전, 권리·의무·자유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형성평

가를 실시하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

2.3. 협력학습 초기에 각 그룹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협력학습 초기의 그룹의 상호작용 양상이 이후 그룹 활동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교수자는 협력학습 초기에 그룹 활동을 집

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에 맞는 지원을 제

공할 필요가 있음

활동 초반 그룹별 SNS 활동을 살펴보고, 그룹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경우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예: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세요), 상호작용 수준

이 높은 경우 고차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개방형 질문을(예: 대립되

는 두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제공

2.4. 협력학습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자들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을 지양하고, 오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의 기회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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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예시

및

해설

특정 그룹의 논의 과정이나 게시글에서 ‘(정당한) 자유권 제한’과

‘(부당한) 자유권 침해’에 대한 개념적 혼동이 발견되었을 때, 교사가

두 개념의 차이를 직접 설명하는 대신 자유권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

는 사례들이 목적, 방법, 주체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

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그룹원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개념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

스캐

폴딩

3.1. 학습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상하고 그룹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마인드맵 도구(예: Cmaptools, OK mindmap), 협업 도구(예:

Padlet, Trello) 등

3.2. 학습자들이 과제의 핵심적인 사항에 집중하고, 협력의 진행 상황을 스

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예: 프롬프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

F 모든 모둠원들이 자신이 찾은 사례를 충분히 설명했나요?

F 모둠원들의 설명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은 없나

요?

3.3.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양식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이 각 그룹의 결과물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효과적인 피드백의 단계별 요소들(질문, 칭찬, 비판, 제안: Perkins,

2003)을 포함할 수 있도록 메시지 양식을 제공

F ( )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가요?

F OO 모둠의 글은 ( ) 점이 좋아요. 특히 ( )이 돋보입

니다. 하지만 ( )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 하면

어떨까요?

3.4. 협력학습의 진행 단계에 따라 스캐폴딩의 종류와 빈도를 점차 줄여나

가라

예시

및

해설

협력학습이 단계별로 진행되며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역량이 향상됨

에 따라, 제공되는 스캐폴딩을 점진적으로 소거시켜야 함

협력학습 초기에는 단계별 프롬프트와 메시지 양식, 시각화 도구

를 모두 제공했다가, 협력학습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단계별 프롬프트와 메시지 양식의 제공을 중단하고 시각화 도구만

제공

4.

성찰

4.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

준(예: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과정 평가 기준: 과제 관련성, 구체적 근거 제시, 질문을 통한 명

확한 이해 형성, 논의를 통한 아이디어 발전,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적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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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결과 평가 기준: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구체성, 핵심개념 활용 정

도 등

4.2. 학습자들이 본인 및 그룹의 상호작용을 평가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

로 성찰하도록 촉진하라

예시

및

해설

앞의 평가 항목 중 지난 그룹 활동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앞의 평가 항목 중 지난 그룹 활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난 그룹 활동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어보세요.

4.3. 온라인상에 그룹별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 및

다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이나 예시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의 수행

에 대한 관찰과 비교,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통해 협력 과정에 대

해 학습하고 스스로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음

4.4. 활동 종료 후 협력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초점을 둔 정리 피드

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지난 활동에서 대부분의 그룹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글

을 잘 작성했어요.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룹원들의 아

이디어에 대한 질문이나 비판적인 검토 없이 각자 제시한 내용을 전

부 합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각 그룹원들의 아이

디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룹 내 논의를 통해 좀 더 발전된 아이디

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요

학

습

환

경

5.

교실

문화

조성

5.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규칙을 내면화하도록 촉진하라

예시

및

해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참여, 지식 공유, 상대에 대한 존중 등 협력학습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 상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자들이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접근성

6.1. 학습자들이 협력학습 수행 중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나 동

료 학습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급 SNS 내 Q & A 채팅방 운영

6.2.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 및 지원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을 통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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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성

요소
지원전략

예시

및

해설

강의 슬라이드, 과제 수행 안내,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협력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학습자들이

개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7.

통합성

7.1. 온라인 공간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 및 기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교실에서의 면대면 활동 중 온라인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전 활동자료를 참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논의 내용을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활용이 온라인상의 학습활

동과 면대면 학습활동을 연결시키고 면대면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실 내에서 그룹별 토론을 진행할 때 스마트기기를 바탕으로 각

자 사전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정리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도록 함

7.2. 다양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

으로 통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예: Edmodo, Google Drive, Trello

등)을 활용하여 접속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온라인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협력학습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예: 실시간 채팅과 토론 게시판, 자료 공유 기능을 모두 제공) 또는

다양한 외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예:

Slack, Trello, Canvas 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활동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통합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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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습자 반응 조사 설문지

스마트기기 활용 협력학습 지원전략 개발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

업방법으로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수업에서 진행된 스마트기기 활용 협력학습에 대한 학생들

의 의견을 받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스마

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

다. 설문조사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

은 없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는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이 질문지에 응

답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를 허

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약 설문조사를 마쳤더라도 본인의 설

문조사 결과가 본 연구에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연구담당

자에게 요청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

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연구담당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관훈

연락처: 010-4115-4947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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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1. 다음 문항들은 지난 3주 동안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진행된 사회 수업 및

모둠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

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

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를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진행된 활동에 집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업시간에 진행된 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더 알

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둠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사

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모둠활동을 통해 혼자 공부할 때보

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모둠은 과제에 필요한 의견을 서로

에게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모둠은 서로의 생각에 대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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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항들은 수업에서 진행한 활동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

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

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를 표시해 주세요. 

11
우리 모둠은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생

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모둠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긍정적으로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모둠은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편안

하게 이야기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모둠은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모둠은 과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모둠은 모둠활동에 집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모둠은 서로의 반대되는 의견을 두

려워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모둠의 결과물은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모둠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

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모둠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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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기기 활용 사전 연습 활동’과 선

생님의 안내는 모둠활동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사례문제(권

리의 충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패들렛

에 올려본 것

① ② ③ ④ ⑤

2

모둠활동 전 ‘선생님이 활동과 관련된 핵

심 개념(권리, 의무, 자유권 등)을 잘 이

해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을 해주

신 것’은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모둠활

동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모둠활동 전 ‘마인드맵 활동지를 통해 모

둠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은 서로

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둠활동 단계별 예시자료’는 전반적인

모둠활동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었다.

예) 모둠활동의 단계별 진행 방법을 예시

사례(청소년 심야 PC방 이용금지 등)를

통해 보여준 것

① ② ③ ④ ⑤

5

‘모둠활동 평가 기준’은 모둠활동에서 무

엇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① ② ③ ④ ⑤

6

‘효과적인/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유

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자료’는 모둠 내

토론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모둠별 토론활동 점검하기’는 모둠의 활

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패들렛을 통한 의견 공유’는 서로의 생

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모둠활동 중 선생님이 주신 조언’은 모

둠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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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에서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10

‘선생님이 학급 SNS 게시글에 남긴 댓

글’은 모둠원들과 함께 학습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온라인 댓글 활동 안내’의 설명 및 참고

양식은 다른 모둠의 게시글에 구체적인

댓글을 다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모둠활동 우수사례 소개’는 모둠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되돌아보기 활동지’는 모둠의 활동을 성

찰하고, 고쳐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이 반 전체의 모둠활동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은 모

둠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종합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모둠활동 규칙’은 모둠활동에 책임감 있

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급 SNS를 통한 의사소통 및 자료 공

유’는 모둠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과 교

실에서의 오프라인 활동을 번갈아 진행

한 것’은 모둠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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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3) 다음에 이번과 같은 수업을 한다면 어떤 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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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면담 질문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개발 연구

교수자 면담 질문지

1.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된 스마트기기 활용 협력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어떠합니까?

- 수업을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수업을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의 사용성

-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는 수업에 활용하기 용이했습니까?

-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 활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의 효과성

-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가 스마트기기 활용 협력학습이 보다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각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

었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의 개선 방안

- 상호작용 지원전략 및 도구의 사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그 밖에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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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개발 연구

학습자 면담 질문지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에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을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

인가요? 각각의 활동이나 자료들이 모둠활동 진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

나요?

5. 다음에 이러한 모둠활동을 한다면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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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수업 지도안

교 과 사 회 일시 9월 27일 대상 6학년
단 원 명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차시 1/5 교과서 40-43쪽
학습 주제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 알아보기
학습 목표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주
요
활
동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교사 학생

학습

문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파악

학습

활동

안내

❍ 동기 유발하기

- 교과서 40-41쪽의 그

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질문한다.

- 다양한 국민의 권리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5’ •PPT

※학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습 문제 제시하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국민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 생

각해 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국민의 권리 알아보기

<활동 2> 생활 속에서 국민의 권리 생각해보기

<활동 3> 패들렛을 통해 의견 공유하기
속성

제시

및

정의

속성

제시

및

정의

<활동 1> 국민의 권리

알아보기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

민의 권리 살펴보기

- 학습자 수준에 맞는 용

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각각의 권리에 대해 설

명한다.

-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를 보장하는 이유에 대

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

민의 권리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

-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를 보장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임을 깨닫는다.

10’ •PPT

사례

검토

예와

예가
<활동 2> 생활 속 국민

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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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의

검토

❍ 일상 속 사례를 통해

국민의 권리 생각해

보기

- 각 권리에 대해 학생

들이 일상생활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사례

를 제시한다.

F 예)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권리, 자

유롭게 원하는 직업

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 국민의 권리가 중요

한 이유 생각해보기

- 앞서 제시한 사례들

에서 권리가 보장되

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야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가지

는 중요성이 부각되

도록 한다.

- 제시된 사례들을 바

탕으로, 자신의 일상

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는 무

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국민의 권리가 우리

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

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적용 개념

확장
<활동 3> 패들렛을 통한

의견공유

❍ 국민의 권리가 엇갈

리는 상황 살펴보기

- 교과서 42페이지에 제

시된 사례를 읽고, 사

례에서 충돌하는 권리

가 무엇인지 생각해보

게 한다.

❍ 패들렛에 개별 의견

작성하기

- 사례에서 충돌하고 있

는 권리(햇볕을 받으

며 행복하게 살 권리,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권리)를 파악한다.

20’ •스마트기기
•패들렛
게시판
•패들렛
안내자료

※활동중
지속적
관찰을통해,
패들렛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학생을
교사혹은
주변학생이
즉각도울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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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제시된 상황

에서 어느 쪽의 권리

가 더 중요한지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각

자 패들렛에 업로드

하도록 한다.

❍ 의견 공유하기

- 학생들이 작성한 다

양한 의견들을 함께

살펴보고,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할 경우

법을 통한 조정이 필

요함을 언급한다.

- 양쪽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

하여, 근거와 함께 패

들렛에 업로드한다.

- 친구들이 작성한 의

견들을 살펴보고, 관

점에 따라 다양한 의

견이 존재할 수 있음

을 이해한다.

※패들렛
안내자료및
게시판
링크를학급
SNS에
업로드하여
추후
학생들이
참고할수
있도록한다.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

도록 한다.

-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일상과 연관

지어 떠올린다.

5’

❍ 차시 예고하기

헌법에서 제시한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

아보고, 국민의 의무가 왜 중요한지 생각하여

봅시다.

교 과 사 회 일시 9월 27일 대상 6학년
단 원 명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차시 2/5 교과서 44-47쪽
학습 주제 국민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 알아보기
학습 목표 국민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학
습
과
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 )
및

유의점(※)교사 학생

학습

문제

확인

동기

유발
❍ 동기 유발하기

- 의무하면 떠오르는 생

각이 무엇인지 자유롭

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의무에 대해 자신이 평

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을자유롭게이야기한다.

F 예) 귀찮음, 부담스러움

5’ •PPT

※학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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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제

파악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문제 확인하기

헌법에서 제시한 국민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

는지 알아보고, 국민의 의무가 왜 중요한지 생

각하여 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국민의 의무 알아보기

<활동 2> 생활 속에서 국민의 권리 생각해보기

<활동 3> 모둠활동 안내

<활동 4> 모둠별 아이디어 사전 공유

분위기를
조성한다.

속성

제시

및

정의

속성

제시

및

정의

<활동 1> 국민의 의무

알아보기

❍ 헌법에서 제시한 국

민의 의무 알아보기

- 학습자 수준에 맞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

하여 각각의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 헌법에서 국민의 의

무를 규정해놓은 이

유에 대해 생각해보

도록 한다.

- 헌법에서 제시한 국

민의 의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

- 헌법에서 국민의 의

무를 규정해놓은 이

유가 국민의 권리 향

상을 위해서임을 깨

닫는다.

10’ •PPT

사례

검토

예와

예가

아닌

것의

검토

<활동 2> 생활 속 국민

의 의무

❍ 일상 속 사례를 통

해 국민의 의무 생

각해보기

- 각 의무에 대해 학생

들이 일상생활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사례

를 제시한다.

F 매일 등교하기, 상품

가격에포함된세금등

- 제시된 사례들을 바탕

으로, 자신이 일상 속

에서 지키고 있는 국

민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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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가 중요

한 이유 생각해보기

- 앞서 제시한 사례들

에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야기하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의무가 가

지는 중요성이 부각

되도록 한다.

- 국민의 권리를 보다

잘 누리기 위해 의무

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협력

활동

준비

모둠

활동

목적

및

방법

이해

<활동 3> 모둠활동 안내

❍ 모둠활동 목적 이해

하기

- 학습자 수준에 맞는

용어와 표현을 통해

모둠활동 및 스마트기

기 활용의 목적을 설

명한다.

❍ 모둠활동 규칙 내면

화하기

- 모둠활동 시 학생들이

지켜야 할 태도와 유

의점 등을 안내한다.

- 모둠활동의 목적이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

고, 다양한 생각을 가

진 친구들과의 논의

를 통해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있

음을 이해한다.

-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해 자료와 아이디

어를 효과적으로 공

유하고, 학교에서 배

운 내용에 대해 학교

밖에서도 탐구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모둠활동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모둠활동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

하고, 규칙을 지킬 것

을 약속한다.

10’
•PPT

•PPT
•모둠활동
규칙
※학생들이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각
규칙이
중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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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활동 절차 이

해하기

- 모둠활동 주제 및 진

행 순서를 제시한다.

F 주제: 개인의 자유권

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언

제인가?

F 순서: 일상 속 사례

찾기→ 모둠별 토론

활동 → 온라인 댓

글 활동 → 되돌아

보기 활동

- 단계별 수행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

수행방법을 안내한다.

- 모둠활동 주제 및 진

행 순서를 파악한다.

- 단계별 수행 예시를

통해 과제 수행 방법

및 주요 고려사항을

파악한다.

•PPT
•지하철
그라피티
관련뉴스
영상
•단계별
수행
예시자료
(SNS,
패들렛)
※모둠활동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과제 수행
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드러나도록
설명한다.

문제

이해

내용

지식

점검

사전

아이

디어

공유

<활동 4> 아이디어 사

전 공유

❍ 핵심 개념 점검하기

- 모둠활동 과제와 관

련된 핵심 개념(권리,

의무, 자유권 등)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

고,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을 실시한다.

❍ 아이디어 사전 공유

- 일상 속에서 자유권

이 제한되는 사례를

떠오르는 대로 마인

드맵에 나타내고, 모

둠원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 모둠활동 과제와 관

련된 핵심 개념을 다

시 확인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 일상 속 자유권 제한

에 대한 개별 마인드

맵 작성을 완료하고,

모둠원들이 작성한

마인드맵과 비교하며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들을 찾아본다.

10’

•마인드맵
활동지
※학생들이
각자작성한
마인드맵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할수
있도록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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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조사할 사례를

선택하도록 지도하여

모둠 내 사례가 중복

되지 않도록 한다.

- 모둠원들이 작성한

마인드맵을 참고하여

각자 조사할 사례를

하나씩 선택한다.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국민의 의무가 중요

한 이유에 대해 이야

기하도록 한다.

- 모둠활동을 할 때 지

켜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 과제 안내

- 일상 속 사례 찾기

활동을 안내한다.

- 국민의 의무가 중요

한 이유를 국민의 권

리 보장과 연관 지어

떠올린다.

- 모둠활동 규칙을 떠

올린다.

- 과제 내용 및 유의사

항을 숙지한다.

5’

※<과제 1>을
안내한다.

❍ 차시 예고하기

각자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권

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언제인지

이야기해봅시다.

과제 <과제 1> 일상 속에서 자유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찾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된 사진을 찾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

SNS 게시판에 공유하기

※유의사항

① 사례를 잘 드러내는 사진을 찍거나 찾을 것

② 모둠 내에서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자유권 제한’이라는 주제와 해당 사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두 줄 이상 설명을 작성할 것

※수업에
사용된
자료를학급
SNS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과제수행에
참고할수
있도록한다.

※학급
SNS를통해
학생들이
과제수행중
상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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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사 회 일시 10월 4일 대상 6학년
단 원 명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차시 3/5 교과서 40-47쪽
학습 주제 개인의 자유권 제한이 바람직한 경우 알아보기

학습 목표
개인의 자유권 제한이 바람직한 경우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교사 학생
학습

문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파악

학습

활동

안내

❍ 전시학습 상기하기

- 지난 시간에 안내한

모둠활동 규칙 및 절

차를 상기시킨다.

- 모둠활동 규칙 및 절

차를 떠올린다.

5’

•PPT

❍ 학습 문제 확인하기

각자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권

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언제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효과적인 토론 방법 이해

<활동 2> 모둠별 토론 활동

<활동 3> 모둠 결론글 작성 및 공유
협력

활동

준비

상호

작용

방식

이해

<활동 1> 효과적 토론 방

법이해

❍ 모둠활동 평가 루

브릭 살펴보기

- 모둠활동의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평가

루브릭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 익히기

-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을 유형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 모둠활동 평가 루브릭

의 항목과 내용을 살펴

보고, 어떤 점에 초점

을 두고 활동을 진행해

야 하는지 이해한다.

-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을 파악하고, 효

과적인 상호작용 방

법을 익힌다.

10’

•PPT
•모둠활동
평가루브릭

•PPT
•상호작용
유형별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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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지 않은 상

호작용 개선방법 익

히기

- 유형별 구체적 예시

와 함께 효과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의 유

형과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설명한다.

- 효과적이지 않은 상

호작용의 유형을 파

악하고, 개선방법을

익힌다.

협

력

적

해

결

안

도

출

모둠

토론
<활동 2> 모둠별 토

론 활동

❍ 사례 공유하기

- 각자 조사한 사례를

모둠원들에게 돌아가

며 설명하도록 한다.

❍ 사례 검토하기

- 각 사례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개인별로 모둠

별 패들렛 게시판에

작성하도록 한다.

- 각 사례에 대한 개별

의견을 모둠별로 공유

하고 토론하게 한다.

❍ 대표사례 선정하기

- 모둠원들의 사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

은 사례를 선정하도

록 한다.

- 해당 사례에 대한 추

가적인 토론을 진행

하도록 한다.

-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각자 조사한 사례를

설명한다.

- 모둠별 패들렛 게시

판에 각 사례에 대한

개인별 의견을 작성

하고, 비슷한 입장끼

리 모은다.

- 모둠원들과 각 사례

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고, 토론을 통해 각

사례에 대한 모둠의

입장을 정리한다.

- 모둠원들과 논의를

통해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사례를 선정한

다.

- 해당 사례에서 자유

권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

15’

•스마트기기
•학급 SNS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
•모둠별
토론활동
점검리스트

※모둠별
토론활동
점검
리스트를
참고하며
토론활동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모둠별
토론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호작용
수준에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히 활동
초기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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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들을 종합한

다.
결론

도출
<활동 3> 모둠 결론글

작성

❍ 모둠 결론글 작성

하기

- 앞선 토론 내용을 바

탕으로 모둠 결론글

을 작성하도록 한다.

- 평가 루브릭을 바탕

으로 결론글을 점검

하도록 안내한다.

- 완성된 결론글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한다.

-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

및 토론 내용을 참고

하여 최종적인 모둠

결론글을 작성한다.

- 평가 루브릭을 바탕

으로 결론글을 점검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 완성된 결론글을 학

급 SNS에 올린다.

5’

•스마트기기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
•모둠활동
평가루브릭
•학급 SNS

※모둠별
패들렛
게시판
링크를 학급
SNS에
업로드하여
추후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
결론글에서
오개념이나
부적절한
근거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교사의
질문 댓글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의
추가적
논의를
유도한다.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효과적인 토론을 위

한 상호작용의 유형

에 대해 이야기하도

록 한다.

❍ 과제 안내

- 온라인 댓글을 통한

동료 피드백 활동을

안내한다.

-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을 떠올린다.

- 동료 피드백을 작성

하는 방법을 익힌다.

5’ •PPT
•온라인
댓글활동
안내자료
※<과제 2>를
안내한다.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줄수있도록
참고양식을❍ 차시 예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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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모둠원들과

함께 잘한 점, 아쉬운 점, 개선방안에 대해 생

각해봅시다.

제공한다.

과제 <과제 2> 다른 모둠의 결론글에 각자 1개 이상 댓글을

달고, 자신의 모둠에 달린 댓글에 답변 달기

※유의사항

① 댓글을 달기 전, 모든 모둠의 결론글을 꼼꼼히 읽을 것.

② 온라인 댓글 활동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댓글을 구체적으

로 작성할 것.

※수업에
사용된
자료들을
학급 SNS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과제수행에
참고할수
있도록한다.

※학급
SNS를통해
학생들이
과제수행중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도움을청할
수있도록
안내한다.

교 과 사 회 일시 10월 10일 대상 6학년
단 원 명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차시 4-5/5 교과서 40-47쪽
학습 주제 모둠활동 성찰하기

학습 목표
모둠활동을 되돌아보고, 모둠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교사 학생

학습

문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 전시학습 상기하기

- 지난 시간에 진행한 모

둠활동을 상기시킨다.

- 지난 시간에 진행한

모둠활동 경험을 떠

올린다.

5’

•PPT

❍ 학습 문제 확인하기

모둠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을 종합하고, 잘한

점, 아쉬운 점,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우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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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안내

<활동 2> 4컷 만화 그리기

<활동 3> 모둠 활동 되돌아보기

종합

및

성찰

우수

사례

공유

<활동 1> 우리 반 모

둠활동 살펴보기

❍ 우수사례 소개하기

- 모둠 결론글 중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우

수사례를 소개한다.

- 댓글 중 효과적인 상

호작용의 유형에 해

당하는 사례를 소개

한다.

- 우수사례를 본인이

속한 모둠의 결론글

과 비교하며, 어떤 점

에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본다.

- 본인이 단 댓글이 어

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 어디에도 해당하

지 않는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5’

•PPT

※우수사례를
소개할때,
해당 사례의
핵심적인
특징이
부각되도록
설명한다.

개별

및

모둠

성찰

<활동 2> 4컷 만화

그리기

❍ 학습내용 정리

- 모둠 결론글에서 공통

적으로 발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권을 제

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의 특징을 정리하

여 제시한다.

F ① 다른 사람의 권

리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②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③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 4컷 만화 그리기

- 모둠별로 앞서 제시

-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의 특징을 파악한다.

- 모둠별 논의를 통해 본

30’

•PPT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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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이 잘 드러나

도록 모둠 결론글에

제시된 사례를 4컷

만화 형태로 표현하

도록 한다.

- 모둠 결론글에 대한 동

료 학생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4컷 만화를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 완성된 4컷 만화를

촬영하여 학급 SNS

에 올리도록 한다.

인이 속한 모둠의 사례

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

는지 판단하고, 해당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4컷 만화를 그린다.

- 모둠 결론글에 달린

댓글을 참고하여 4컷

만화를 구성한다.

- 완성된 4컷 만화를

설명과 함께 학급

SNS에 올린다.
<활동 3> 모둠활동

되돌아보기

❍ 모둠활동 자기평가

- 평가 루브릭을 바탕

으로 본인이 속한 모

둠의 활동 과정에 대

해 개별적으로 평가

하도록 한다.

❍ 모둠별 성찰활동

- 자기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학생들이 모

둠활동 과정을 평가

기준에 비추어 구체

적으로 성찰할 수 있

도록 한다.

- 성찰 내용을 학급

SNS를 통해 공유하

도록 한다.

- 평가 루브릭을 참고

하여 모둠활동에 대

한 자기평가를 실시

한다.

- 자기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모둠활동 과

정에서 잘한 점, 아쉬

운 점,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성찰 내용을 정리하

여 학급 SNS에 올린

다.

15’

•PPT

•되돌아보기
활동지

•되돌아보기
활동지
•스마트기기
•학급 SNS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모둠활동의 과정 및 - 교사의 피드백을 바 5’

※모둠활동의
과정에대한
피드백과
결과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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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정리 피

드백을 제공한다.

❍ 소감 공유하기

- 모둠활동을 하면서 느

낀 점에 대해 자유롭

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탕으로, 모둠의 성찰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다.

- 모둠활동을 하면서 좋

았던 점, 아쉬웠던 점,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피드백, 잘한
점에대한
칭찬과
개선점에
대한지적이
균형을이룰
수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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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학습자 지원도구

가. 모둠활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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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안내 및 단계별 수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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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인드맵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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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작용 유형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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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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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둠활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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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료 피드백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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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되돌아보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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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al Study on

Support Strategies for

Improving Quality of Interac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Kim, Kwan Ho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ancements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combined with the rapid

social transformation require that individuals should possess

technological competency in order to effectively collaborate with

others using technology. Consequently, there have been vigorous

attempts in the educational field to promote collaborative learning

with the use of technology. The attempts have yielded an

overwhelming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smart devic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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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collaborative learning. Smart devices have numerous

advantages as tools for collaborative learning since they can facilitate

interaction, bridge informal and formal learning, and provide various

applications to support collaboration. In many cases, however, learners

have difficulty in using technology effectively which may lead to low

quality of interac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with smart de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instructor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This study developed support strategies which the instructor can

apply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based on

the framework of cognitive apprenticeship. Internal validation and

response tests were conducted through expert reviews and field

implementation respectively. The study was guided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 What are the available support strategie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in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ii. Do the support strategies have a high internal validity?

iii. What responses do the learners and instructor have on the

support strategies in collaborative learning?

Procedures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to

solve research problems were followed. Firstly, initial support

strategies were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econdly,

internal validity of the support strategies was verified through the

expert review conducted by four experts. Thirdly, the class

instruction applying the support strategies were implemented to figure

out the response of learners and an instructor, in which twenty-nine

6th grade students and a teacher participated. Learners carried out the

task dealing with ‘restriction on the right to freedom’ in a group



- 180 -

composed of 3-5 learners. Instructional support applying the support

strategies was offered at each stage of the clas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strategies, learners’ and the instructor’s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qualitative data by open coding, through which the effectiveness and

further improvement of the support strategies were derived.

The support strategies composed of two categories – instructional

support and learning environment were developed, including seven

components – modeling, coaching, scaffolding, reflection, classroom

culture cultivation, accessibility, integrity and 21 sub-strategies. In

addition, step-by-step guidelines and learner support tools were

developed. The strategies under instructional support category are

based on methodical components of cognitive apprenticeship, while

those under learning environment category are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learning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effectiveness of interaction and instructional support. The components

of the instructional support category include modeling where the

instructor presents and explains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learning,

coaching in which the instructor monitors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vides the necessary support at the right time,

scaffolding which provides structural support to enable higher level

interaction than learners can make on their own, and reflection that

facilitates the self-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the plan for further

improvement. The componen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category

include classroom culture cultivation related to culture promotion

which supports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accessibility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devices that

can be accessed anytime and anywhere, integration which mea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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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connection of interaction and activiti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environment.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howed that the instructor and

learners had a positive response towards the support strategies and

learner support tools. The instructor recognize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the fact that transfer

to the feedback activity in the other subjects occurred as the strength

of the class applying the support strategies. The instructor said the

strategies and learner support tools belonging to modeling were

highly effective. Learners recognized expanded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with peer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interaction, and

searching and sharing information using smart devices as the

strength of the class applying the support strategies, showing high

satisfaction rate. However, the instructor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in

class due to individual differences of learners, the level of activity

topic,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coaching strategies as weaknesses of

the support strategies. In the case of the learner, conflicts in the

group, inadequate device use, and lack of diversity of examples were

mentioned as difficulties in the activity.

This study provides effective guidelines to the instructors who try

to introduce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into their

practice. In addit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synthesizes the

strategies that were individually appl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action in the context of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and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This study has a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 in that it offers a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approach to how to support learner interac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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