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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방대해짐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일을 분담하면 해결이 쉬워지기 때문

이다. 또한 협력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너

지를 만들어내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협력이 매번 성공

하면 좋겠지만, 집단의 환경 및 구성 혹은 구성원의 역량으로 인

해 수행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집단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개인의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파악한 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부족하고 한계가 존재한다. 종래의 측정 방안

들은 빠른 측정이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제한되어 있다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

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제 그리고 빠른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

가를 결합한 측정 방법을 제안했다.

새로운 측정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학생 46명을 3-4

명의 소그룹으로 묶어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

게 한 후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개인의 기여도나 동료평

가를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결합할 경우 CPS를 더 정확하게 측

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종합 논의에서는 새로운 측정 방안의

장점과 더불어 실제 장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부

분들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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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협력은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

전에도 협력이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사회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혼자서 일을 담당하기에

는 시간이 너무 짧고 일의 양이 많아 여러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업과 학계 모두 마찬가지다 (Griffin, Care,

& McGaw, 2012; Trilling & Fadel, 2009).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협력을 필수화하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보니 개인에게

단독으로 업무를 맡겨서는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갈 수 없다.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90-95%를 회의,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 내외부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 (Cross & Gray, 2013). 이는 직원들이 10년 전

에 비해 30% 정도나 더 많은 시간을 협력에 쏟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과 마찬가지로 학계 특히 자연과 공학계열에서는 혼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에 협력이 필수적이다. 연구실 세팅부터 시작하여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기까지 여러 연구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이 모든 상황에서 꼭 필

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협력이 정말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줄까? 기업과 연구 모두 협

력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협력을 기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 중 2년간 10% 이상의

성장을 이룬 기업인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해 협력을 더 중요

한 요소로 여겼다 (45% 대 32%). 설문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기

업의 생산성에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확인할 수 있다. 협력이

연구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은 저자의 수와 퍼블리케이션 수와 인용 비

율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와의 양의 상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dams, Black, Clemmons & Stephan, 2005; Börner, Dall'Asta, 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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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pignani, 2005; Katz & Martin, 1997). 연구 장면에서의 협력은 효율

적으로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Jones, Wuchty, & Uzzi., 2008; Leimu & Koricheva., 2005; Goldfinch,

Dale, & DeRousen, 2003).

협력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모든 협력이 성공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협력 상황에서 과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협력의 효

과를 저해하는 과정 손실은 인지적 요인과 사회, 동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지적인 요인이란,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인지적으로

방해받아 개인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표적

으로 협력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모든 정보나 가능한

대안들을 언급할 수 없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산출

방해 현상’이 있다 (Stasser, 1999; Diehl & Strobe, 1987). 한편 사회, 동

기적 요인은 집단의 구성원이나 동기적인 측면으로 인해 손실을 가리킨

다. 사회 그리고 동기적 요인으로는 ‘무임승차’나 ‘남들만큼 하기 효과’가

있다. 무임승차란 팀에서 기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득만 얻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Kerr & Brunn, 1983). 무임승차는 기여를 하지 않는

구성원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의 수행 동기가 떨어져 최종 결과물의

질이 낮아진다. 반면 남들만큼 하기 효과란 집단의 일부가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다른 구성원들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

아 집단의 수행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지적 요인 그리고

사회, 동기적 요인들은 모두 과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과정 손실을 줄여 협력 상황에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게 만들기 위해

심리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의 효율을 높이는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환경이나 집단 구성을 바꾸는 방법과 개

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이나 구성을 바꾸

는 연구를 일부 소개하자면 동질적인 사람들 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

들로 집단을 구성하는 편이 집단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Roberge & Van Dick, 2010; Timmerman, 2000).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

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도와주는 것도 집단 수행을 높이는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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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Kessel, Kratzer & Schultz, 2012; Baer &

Frese, 2003). 그러나 실제 협력 상황에서 환경이나 구성원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

협력과 관련된 역량들은 많지만 그 중 협력 상황에서의 개인의 문제해

결 역량인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 CPS)

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Hesse, Care, Buder, Sassenberg &

Griffin, 2015; OECD, 2013). CPS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지를 다

룬다 (OECD, 2013).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은

CPS를 21세기에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Greiff, 2012;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OECD, 2013).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상황에 자주

접하고 뛰어난 결과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CPS가 강조되는 이유는 그 능력을 개발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에 따르면 전 세계의 15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직 8%의 학생만이 최상위의 CPS를 가지고 있다. 28%나

되는 학생들이 최하위 CPS 능력을 갖고 있다. 최상위에 비해 최하위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CPS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이런 패턴이

관찰된다. 회사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적절한 CPS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선발을 할 때 CPS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2012).

CPS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CPS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중 한 이유는 CPS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훈련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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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 좋다. 운동선수들도 무조건

적으로 강도가 있는 훈련보다는 현재 수준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훈련이 진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CPS도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CPS 측정 방안들은 특별한 프로그램과 문제를 활용해야만 하거나 분석

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련 장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CPS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고 범용성이 있는

측정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PS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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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CPS 측정 방안 및 한계

심리적인 속성은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보고 방법과 수행을 통한

측정이다. CPS는 주로 자기보고 보다는 수행으로 측정한다. CPS 측정을

위해 개발된 몇 몇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ISA 2015

PISA 2015는 PISA에서 전 세계의 15살 청소년들의 CPS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PISA 2015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4개의 문제를 컴퓨터

에서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 협력 과정에서 참여자가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CPS를 측정한다.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

용을 하는 대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아바타와 상호작용 한다. 사람과

달리 아바타는 참여자의 반응이나 대화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에게 문제해결 혹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2-5개의

선지를 제공하고, 선택한 선지에 따라 아바타가 반응하게 하여 아바타와

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PISA 2015에서는 참여자들이 선택한 선지들을 4가지 인지적 그리고 3

가지 협력적 차원 두 차원이 결합된 12개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참여자

들의 CPS를 자동적으로 측정한다 (그림 1 참조). 4가지 인지적 차원은

탐색 및 이해, 표상 만들기, 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및 반영으로 구성되

어 있다. 3가지 협력적 차원에서의 핵심 능력은 공유된 이해 만들



- 6 -

[그림 1] PISA 2015의 12가지 CPS 기준

기 및 유지, 문제해결 과정 동안 적절한 행동 취하기, 팀 만들기 및 유지

가 포함된다.

PISA 2015는 참여자들의 수행과 사전에 PISA에서 정한 12가지의 기준

을 활용하여 CPS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PISA

2015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작용(Human – Human

: H-H)이 아닌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uman – Agent : H-A)을

통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겪는 협력 상황은 H-H이지 H-A가

아니기 때문에 PISA 2015에서 측정되는 CPS의 생태학적 타당도가 낮

다. 사람들의 비판과 달리 H-H 상황과 H-A 상황에서 측정된 CPS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H-H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H-A 상황에

서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Herbon et al.,

2018). 이는 PISA 2015의 H-A 구조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CPS를 과소 측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H-A 구조에서는 또한 참여자들

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기 보다는 선지를 통해 협력하기 때문에 모든 종

류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현실의 협력적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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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상황에서는 구성원들 간 협상이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H-A 구조에서는 아바타의 반응이 정해져 있어, 상호작용이 한정

적이다. 요약하자면, PISA 2015의 H-A 구조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H-H으로 바꾸어 측정할

필요가 있다.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ATC21S)

PISA 2015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 정확하게 CPS 측정하기 위해,

ATC21S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 (Griffin & Care, 2015). ATC21S는

PISA 2015과 유사하게 참여자에게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CPS를 측정한다 (Care & Grifin, 2017; Care, Scoular &

Griffin, 2016; Harding, Griffin, Awwal, Alom & Scoular, 2017). 그러나

ATC21S는 PISA 2015와 달리 H-H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문제의 종류

와 살펴볼 수 있는 상호작용이 다양하다. PISA 2015에서는 아바타가 정

해진 알고리즘 내에서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4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종류를 다각화하거나 양을 늘리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ATC21S는

H-H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정해진 알고리즘이 없어 다양한 문제를 제

시할 수 있다. 또한 협력 상황에서 참여자들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

하여 PISA 2015에서 확인될 수 없었던 정보 교환, 협상과 같은 상호작

용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ATC21S는 H-H 구조와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PS를 측정한다. 참여자들은 ATC21S 내의 11개 과제들을 다

른 실제 참여자들과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한다. 그 후

CPS 측정을 위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담긴 로그파일과 수행 결과들

을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를 진행한다.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자유롭다보니, 컴퓨터가 참여자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CPS를 바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분류한 내용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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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컴퓨터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1-6점으로 평정하여 참여자의

CPS를 측정한다.

ATC21S내의 협력 상황은 PISA 2015보다 현실과 유사해졌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참여자들 간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더 많은 문제들을 사용이 가능해 측정에 있어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

두 번째로, PISA 2015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참여자들의 협력 상황 내

의 다양한 종류의 발화나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주어

진 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상대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때 상대방이 공유한 정보나 보이는 반응에 따라 참여자의 행동이

달라진다.

다만 ATC21S의 H-H 구조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참여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참여자의 행동과 발화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어

려워진다. PISA 2015은 참여자들의 선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반면 ATC21S는 CPS 측정을 위해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참여자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다. CPS 측정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이유는 정확도와 타당도를 높이면서도 빠른 측정을 위해서인

데, ATC21S는 생태학적 타당도와 정확성은 갖고 있지만 측정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Education Testing Services(ETS)의 Tetralogue

지금까지 살펴본 PISA 2015와 ATC21S는 전 영역에 해당되는 CPS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이와는 달리 ETS의 Tetralogue는 과학

분야에서의 CPS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Liu, Hao, von Davier &

Kyllonen, 2015). Tetralogue의 경우 과학 영역 내의 CPS뿐만 아니라 과

학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성격 등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

임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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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logue는 두 명의 참여자가 협력하여 화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제

를 수행한다. 참여자들은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선다형에 응답하여

시뮬레이션 과제를 해결한다. 수집된 자료를 전문가가 공유하기, 협상하

기, 조절하기, 소통하기라는 4가지 기준으로 CPS를 측정한다. 다른 프레

임워크와의 차이점은 시뮬레이션 과제를 마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관

련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조사한다는 점이다.

Tetralogue는 ATC21S와 같이 H-H 구조 내에서 CPS를 측정할 수 있

으며 관련된 다른 역량까지 평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채팅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ATC21S처럼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

며 과제의 종류가 시뮬레이션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두 참여자만의 협력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상황을 구

현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한계점이다.

Carneige Mellon University-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CMU-MIT)의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

CMU-MIT가 개발한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는 지금까지 살펴

본 프레임워크와 달리 CPS가 아닌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

c)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c란 협력 상황에서의 지능이다

(Woolley, Chabris, Pentland, Hashmi & Malone., 2010).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가 CPS를 측정하고 있지 않지만 c를 측정할 때도 협

력적 문제해결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c를 측정하기 위해 2-5명으로 묶

인 참여자들은 5가지의 과제를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고 협력하여 수행하

였다. 5가지의 과제에는 브레인스토밍이나 공동으로 타이핑하기 그리고

문제해결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협력 과정은 모두 녹화한 후 전

문가가 평가한다.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은

CPS 측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도 CPS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협력 과정과 과제 수행 결과를 토



- 10 -

대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각 과제에 대한 평가 기준만 정확히 주어진다

면 CPS를 측정할 때도 c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과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의 측정 방안을

바로 CPS에 적용하기 어렵다. 녹화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측정 방

식들이 문제의 범용성, 측정에서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만

큼 새로운 CPS 측정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의 측정 방안 제안

PISA 2015, ATC21S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CPS를 측정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만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종

류의 문제 특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고, 편리함과

정확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범용성, 편리함 그리고 정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측정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

여도 평가와 동료평가를 결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종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

CPS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문제해결능력에 협력의 요소가 추

가된 개념이다 (Mayer & Wittrock, 2006). CPS는 문제해결능력의 일환

이므로 문제해결능력의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해

결능력은 문제를 제공한 후 개인이 수행한 결과물을 토대로 측정한다

(Deno, 2005; Wirth & Klieme, 2003; Baker & Mayer, 1999). 마찬가지

로 CPS도 협력 과정을 모두 살펴보는 대신 결과물만을 토대로 측정할

수 있다.

만일 CPS를 문제해결능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앞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PISA 2015나 ATC21S와 같이

CPS를 측정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바타나 다른 참여자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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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나 행동을 분석하여 CPS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H-A 구조에서는 생

태학적 타당도이 떨어지며, H-H 구조에서는 CPS 측정에 있어 전문가가

개입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와 같이 협력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자들의

협력 과정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해야 하므로 측정 부담이 더욱

커진다. 그렇지만 최종 결과물을 통해 CPS 측정이 이루어지면 전문가의

노력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결과만을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각 문제마

다 정확한 평가 기준이 주어지면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CPS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물을 살펴서 CPS를 측정하면 범용성과 편리함을

보장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에서처럼 측정이 이루어지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CPS를 이렇게 측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과물에서 개인의 기여

도를 수량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CPS는 협력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을 다루기 때문에 협력하여 산출된 최종 결과물에서 개인의 기여도를 평

가해야만 CPS를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구성원이 해결하고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과물에서 개인의 기여도를 각각 추출하여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집단 내 구성원들

의 기여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구로

공동으로 프로그래밍이나 문서 작업이 가능한 github나 구글독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Slack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github은, 구성원들이 추가하거나 뺀 코드를 저장하고 언제

든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구글독스에서는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각 구성원이 최종 문서에서 어떤 부분을 적었는지를

추출할 수 있다.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의 등장은 협력 후 하나의

결과만 산출되더라도 개인이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

서 이들을 활용하여 CPS를 문제해결능력처럼 측정한다면, 범용성과 편

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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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

기여도와 더불어 사용할 두 번째 방안은, 전문가가 아닌 집단 내 구성

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CPS를 평가하는 동료평가다. 동료평가는 전문

가가 아닌 사람들이 타인의 과정,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행위다 (박

주용 & 박정애, 2018). 동료평가는 심리적인 속성의 측정이나 수행의 평

가에서 전문가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다 (Cho & Cho, 2011; Cho & McArthur, 2011; Jacques, 1984;

Michaelsen, 1992). 학생들이 평가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습자의 결과물들

을 봄으로써 학습 내용과 평가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Davies, 2000; Falchikov, 1995). 또한 평가하는 과정에서 동료의 오류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지용,

2008). 동료평가를 도입하여 CPS를 측정하면 전문가의 비중을 줄여 편

리할 뿐만 아니라, CPS의 훈련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CPS 측정에 동

료평가를 도입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동료평가는 협력을 비롯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심리적

속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CPS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팀워크, 사회적 안정 여부나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동료평가로 측정할 수 있다 (Ohland et al., 2012; Carlson,

Lahey & Neeper, 1984; Greener, 2000; Huesmann, Eron, Guerra &

Crawshaw, 1994). 이 중 CATME(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eam Member Effectiveness)는 동료평가를 활용한 팀워크 평가 방식으

로 CPS를 동료평가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Ohland et

al., 2012). CATME는 구성원의 팀워크를 팀 내의 다른 동료들이 설문지

의 문항에 응답함으로써 측정한다. CATME는 동료평가를 사용함으로써

설문지법에서 생기는 주관성을 줄여 더 정확하게 팀워크를 평가할 수 있

다. 팀워크 외에도 사회적 안정 여부와 공격성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

어졌고, 동료평가의 결과가 전문가 평가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Carlson et al., 1984; Greener, 2000; Huesmann et al., 199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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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릿지워터의 닷-컬렉터에서의 상호 평가

CPS 측정에도 동료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동료평가를 이용한 CPS 측정 가능성은 학교와 기업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일부 수업에서는 조별 과제를 제공한 후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집

단의 수행을 평가한다 (Magin & Helmore, 2001; Freeman, 1995). 교수

자가 집단 내의 상황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평가자의 역

할을 맡기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협력 상황에서의 구성원들의 수행과 능

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 평가를 사용한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

릿지워터에서는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닷-컬렉터(dot-collector)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서로를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Dalio, 2017). 닷-컬렉터

에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즉각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그

림 2 참조). 투명한 동료평가는 브릿지워터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를 CPS 측정까지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

동료평가를 CPS 측정에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이 가능



- 14 -

하면서도 편리한 측정이 가능하다. ATC21S와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에서 지적되었듯이 전문가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모두 관찰하고

평가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를 활

용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소수가 평가를 하다보면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못된 평가를 내릴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가 보완될 수 있다.

협력 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 없이 브릿지워터의 사례처럼 바로 혹은

끝나자마자 CPS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평가자가 CPS를 평가하여 점수들이 보정되면서 정확성이 높아진

다. 동료평가의 신뢰도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평가자가 6명 이상일 경

우 전문가의 평가 결과와 동료평가 결과가 유사해진다 (Jeffery,

Yankulov, Crerar & Ritchie, 2016). 따라서 CPS를 측정할 때 충분히 많

은 평가자를 사용하여 동료평가하게 하면, 범용성과 편리함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

결과물에서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가 결합

지금까지 간편하고 범용성이 있으면서도 정확한 CPS 측정을 위해, 결

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를 구분하면서 동료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

안했다. 두 가지 방안들은 모두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측정 도구로

써 바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CPS를 정

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먼저 전문가가 평정한 개인

의 기여도만을 활용하여 CPS를 측정하는 경우, CPS를 이루는 두 가지

요인 중 협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만을 살펴볼 경우,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협력 과정에서 생기

는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는 집단 내의 조율

을 담당했기에 최종 결과물에서 개인이 낸 기여는 적지만, 실제 협력 과

정에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 A와 달리 B는 문제해결 과정 동안 다

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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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개인이 혼자 해결한 부분이 최종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결과물만으로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한다면, A나 B와 같은 구성원들의

CPS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동료평가만을 측정에 적용하는 경우, 전문가와 동일한 기준을 활

용하여 CPS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갖

고 있다. 비록 동료평가의 결과가 전문가의 평가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

과가 있지만, CPS는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기 때

문에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아는 사

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 나쁘

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구성원들은 협력에 대해 비전문

가이기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행과 다른 집단의 수행을 비교가 불가능

해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동료평가를 활용한 측정이 부정

확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결과물에서의 기여도 파악과 동료평가를 활용한 측정은 각각 장

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두 요소를 따로 사용하여 CPS를 측정하기

보다는, 합쳐서 각 측정 방안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과물에서

의 개인의 기여도 평가에서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동료평가

에서는 협력과 관련된 요소의 측정을 맡는다면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두 요소를 합하더라도 여전히 CPS를 측정하기 위한 PISA

2015, ATC21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종래의 측정 방식에 비해

간편하면서도 범용성이 보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능성을 실험적으

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 16 -

제 3 장 연 구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상황

에서,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가 결과를 통해 CPS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을 3-4명

으로 소그룹으로 구성시킨 후, 협력하여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과 관련

된 글을 요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였다. 협력은 온라인상

에서 익명으로 개념도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념도는 다른 도구들에

비해 결과물에서 개인이 기여한 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참여자들은 문제를 해결한 후 다른 구성원들의 CPS, 아이디어의 질

그리고 이해도에 대해 평가했다.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는 각 한 문항

씩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와 함께 PISA 2015에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3점 리커트 척도로 CPS를 평정하였다. 동료평가를 통해 얻

은 CPS는 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CPS의 평균이다. 모

든 실험이 마치고 나서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와 수행한 결과물을 바탕으

로 CPS와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를 한 명의 평가자가 평가하였다. 평

가 기준은 참여자들의 동료평가 기준과 동일하였다.

결과물에서의 기여도와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CPS 능

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점수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과 CPS간 Pearson

상관계수와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살펴보았다. 두 번

째로, 새로운 측정 방법으로 추출된 순위가 전문가가 평정한 CPS에서

나온 순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두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이유는 점수의 상관과 신뢰

도 그리고 순위의 유사도가 모두 높아야 측정이 잘되었다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점수의 경향성이 유사하더라도 순서의 유사도가 떨어

지는 경우 새로운 측정 방안이 CPS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순서는 유사하지만 점수가 다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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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새로운 측정 방안에서 나온 점수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불편

함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 두 분석 방법을 통해 새로운 CPS 측정 방안

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였다.

1) 방법

실험참여자

심리학과에서 운영하는 연구 참여시스템(SNU R-Point)와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학부생 5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

은 자발적으로 게재된 모집문건을 보고 참여하였다. SNU R-Point를 통

해 모집된 참여자들은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심리학과 교양 수업

학기 말 학점에 필요한 참여 점수를 얻었다. 반면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

뮤니티를 통하여 모집된 참여자들은 소정의 연구 참여비를 받았다. 이때

실험에 참여한 50명 중 4명으로 이루어진 한 집단은 상호작용 없이 실험

을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

여자 46명의 평균 연령은 22.5세(SD = 1.2)였으며, 이들 중 남성은 26명

이었다.

재료 및 도구

과제. 본 연구의 과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창의성을 요구하면서도 참여자들 간 배경지식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를 선정하고자 했다 이에 부합하는 과제로 참여자들에게 협력

과정 동안 “대학 교육에서의 글쓰기 독려 방안”라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

약한 후 글쓰기를 독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도록 요구하였다.

배경지식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겪을 수 있는 대학 글

쓰기 교육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현 대학의 상황이 담긴 두 장의 제시

문을 같이 제시하였다. 그 후 창의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제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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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실험에서 사용한 Cmap의 실제 화면

내용 요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학 글쓰기 교육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였

다.

문제 해결 도구.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협력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개념도를 온라인 환경에서 그릴 수 있는 Cmap

이다. 개념도란 노드와 링크를 이용하여 지식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이다 (Gaines & Shaw, 1995). 개념도는 노드나 링크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상황에서 문제 해결 도

구로써 사용된다 (Koc, 2012; Gaines & Shaw, 1995). 협력하여 개념도

를 만들 때, 구성원마다 다른 색깔로 노드나 링크를 추가하게 지정한다

면 결과물에서 각 구성원의 기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념도는 결

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한 바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

의 문제해결도구로 선정하였다.

개념도를 그릴 수 있는 도구는 Convince me, Knowledge Forum,

Cmap 등이 있다. 이 중 Cmap은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통한 협력을 가능

하게 하고, 개념도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녹화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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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였다. Cmap의 채팅 기능과 구성원들이 동시에 개념도를 만들

고 수정하는 기능은 협력적 문제해결 상황을 만들어준다. 또한 참여자들

이 수행하는 과정들을 모두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도구로

Cmap을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여도와 CPS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기여도 파악을 위한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 설문은 참여자들이 실험 중간에 수행하는 동료평가와 전문가 평

가에서 사용하였다.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 두 기준 모두 단일 척도로

7점 만점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한편 실험 참여자

들과 전문가들이 CPS를 측정할 때는 PISA의 12가지 기준을 한글로 번

역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12개 문항들은 각각 2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다).

절차

실험은 외부와 차단된 실험실에서 3-4명의 실험 참여자가 한 조가 되

어 실험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실험 진행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설명

문을 읽은 후 실험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참여자들은 15분 동안 대

학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두 장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된 과제에 맞추어

개념도를 작성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제시문을 통해 공통된 배경지식을

갖게 하며, Cmap을 이용해 개념도를 만드는 방법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

해서다. 15분 동안 개인이 생성할 수 있는 노드는 최대 30개였다. 이후

10분 동안 참여자들은 협력 과정에서 사용할 하나의 개념도를 선정하기

위해, 각 참여자들이 만든 개념도에 대해 동료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

준은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였다. 참여자들은 동료평가에서 합산 점수

가 가장 높은 개념도를 바탕으로 20분 동안 익명으로 협력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였다. 동료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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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은 쪽을 선정하여 해당 개념도를 협력에 활용하였다. 모든 과

정이 마친 후 참여자들은 10분 동안 다른 참여자들의 CPS, 아이디어 그

리고 이해도 점수를 평가하였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한 명의 평가자는 개념도와 채팅을 분석하여 참여

자의 기여도 점수와 CPS를 평정하였다. 이때 기여도 점수는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 점수를 더하여 사용했다.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는 최종

결과물에서 확인되는 각 개인이 만든 노드와 링크를 살펴보아 평정하였

다. CPS는 PISA의 12가지 기준에 따라 참여자들이 진행한 채팅을 토대

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 때 평가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절반의

참여자에 대해 두 번째 평가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하였다. 두 평가

자의 평정 결과를 ICC를 통해 첫 번째 평가자의 신뢰도를 분석했다. 평

정 결과의 ICC가 .7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첫 번째 평가자의 평정을 신

뢰하고 평정 결과를 단독으로 활용했다.

문제 해결 (15분)

개인별로 주어진 문제를 개념도를 통해 해결

↓

동료 개념도 평가 (10분)

아이디어의 질과 이해도를 기준으로 동료평가

↓

협력하여 문제해결 (20분)

동료평가 결과 가장 좋은 개념도를 토대로 협력하여 문제해결

↓

동료평가 (10분)

협력 과정을 바탕으로

동료의 아이디어의 질, 이해도 그리고 CPS 평가

[그림 4]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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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최종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가 점

수가 CPS 점수를 측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Pearson 상

관계수와 ICC를 살펴보았다. 그 후 새로운 방법의 측정 결과가 기존의

측정 방식과 동일하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로 분석을 진행했다. CPS와 기여도 점수는 한 명의 평가자가

평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평정 결과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험의

가설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평가자가 참여자의 절반에 대해 CPS와 기

여도 점수를 평정했다. 그 결과 두 평가자간 평정 신뢰도를 ICC로 확인

했을 때 모두 .7 이상이었다 (아이디어의 질 ICC = .79; 이해도 ICC =

.75; CPS ICC = .95). 이를 근거로 최종 분석에서는 첫 번째 평가자의

평정 결과를 이용하였다.

기술 통계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한 명의 전문가 평가자와 참여자들이 평가한

CPS, 아이디어의 질, 이해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세 측정치에서 모두 참여자들이 전문가 평가자가 평정한 결과에 비해 높

이 평가하였다. 특히 CPS는 실험 참여자들이 평정한 점수가 전문가의

평정 결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M = 7.5 대 16.3). 전문가 평가와

의 차이는 동료평가 결과가 온전히 CPS를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편 전문가 평가자가 평정한 기여도는 CPS의 평균과 유사해보이

지만, 편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평가,

동료평가 그리고 두 방안을 결합할 때 전문가가 평정한 CPS와의 상관,

신뢰도 그리고 순위의 유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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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자 동료

CPS 7.5(SD = 4.3) 16.3(SD = 5.3)

아이디어의 질 3.9(SD = 1.6) 4.8(SD = .8)

이해도 4.5(SD = 1.7) 5.1(SD = .8)

기여도 8.4(SD = 1.7) 9.9(SD= .8)

[표 1]전문가와 참여자의 CPS, 아이디어, 이해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 분석

전문가가 평가한 최종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 – CPS

전문가가 평가한 기여도를 활용하여 CPS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와 ICC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가 평정

한 기여도 점수와 전문가가 평정한 CPS간 높은 상관을 보였다 (t(44) =

5.14, r = .61, p<.05). 두 변인 간 ICC를 확인하기 이전에, 최종 결과물

에서의 기여도의 점수 체계를 변경하였다. ICC는 동일한 점수 체계에서

의 서로 다른 평정 결과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14점 만점인 기

여도 점수를 CPS와 동일하게 24점 만점 체계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높

은 상관계수에 비해 변환된 기여도 점수와 CPS간 ICC는 상대적으로 낮

았다 (ICC = .45 [.06, .70]). 두 결과는 기여도 점수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CPS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후 Spearma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기여도 점수를 토대로 매긴 순위

이 전문가가 평정한 CPS의 순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여도 점수의 순위와 CPS 점수의 순위가 적당한 상관을 보인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rs = .48, p < .05). 점수와 순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 결과물에서 평정되는 기여도를 단독으로 CPS 측정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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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료평가 CPS – CPS.

동료평가를 통해 확인된 CPS 점수가 실제 CPS를 측정할 수 있는지 가

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와 ICC를 활용하여 분석해보았

다. 동료평가로부터 얻은 CPS와 전문가가 평가한 CPS간 유의미하게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44) = 5.68, p < .05, r = .65). 그렇지만 ICC는

낮았다 (ICC = .52 [0.19, 0.77]). ICC가 낮은 이유는 전문가에 비해 실험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CPS를 더 후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M = 7.5

대 16.3). 이 결과는 동료평가가 전문가의 평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

나 정확하게 점수를 평가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평균차가 문제인지 알아

보기 위해 동료평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경향성을 유지한 채

표준화한 z 점수로 바꾼 후 ICC를 재분석했다. z 점수로 바꾼 경우 ICC

가 기존의 .52에서 .65까지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ICC가 .7 이하

이기 때문에 동료평가 결과만을 활용해서 CPS를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

다.

동료평가 점수에서의 순위와 CPS에서의 순위를 비교해보았다. 동료평

가에서의 순위와 전문가가 평가한 CPS에서의 순위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rs = .68, p < .05). 동료평가의 점수를 활용한 순위와 전문

가가 평정한 CPS간 순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료평가를 활용한다면

CPS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료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기여도 점수만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CPS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다. 기여도와 다르게 전문

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CPS를 측정하면서 평가자가 2-3명이기에 개인의

부정확한 점수가 보정되어 전문가가 평가한 CPS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다. 그러나 z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차를 줄였을 때도 ICC가 신뢰할 수준

이 아니기에, 동료평가만을 사용해서 CPS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이처럼 전문가가 평가한 기여도나 동료평가를 각각 활용하여 CPS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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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 시도하는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기여도

와 동료평가 모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점수를 결합해보았다.

전문가가 평가한 기여도 + 동료평가 CPS – CPS

전문가가 평가한 기여도 점수와 동료평가로부터 얻은 CPS 점수는 다음

공식과 같이 결합된 후 변환되었다.

  











 = 변환 점수

 = 개인의 기여도 점수

 = 동료평가로부터 얻은 CPS 점수

 = 참여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 기여도 점수

 = 참여자가 속한 집단의 기여도 점수 편차

 = 전체 평균 기여도 점수

 = 전체 기여도 점수 편차

 = 보정치

집단 내에서 참여자의 기여 정도와 각 집단의 수행 정도를 변환 점수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가 평가한 기여도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기여도 점

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두 표준점수를 사용한 이유는 뛰어난 집단에

서의 기여와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기여는 차등을 주기 위해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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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두 표준점수를 더하여 차등을 준 후, 동료로부터 받은 CPS 점수에

곱하여 변환 점수를 만들었다. 동료평가 점수에 전문가의 평가를 대입하

여 CPS 점수와의 경향성은 유지하되 과대평가된 점수를 조정하고자 했

다.

변환 점수와 전문가가 평가한 CPS간 상관계수와 ICC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변환 점수와 전문가가 평가한 CPS간 유의미하게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t(44) = 6.8, p < .05, r = .72). 또한 두 변인 간 ICC도 .7

이상으로 변환 점수와 CPS 점수 간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ICC

= .72 [0.54, 0.83]). ICC가 높은 이유는 기여도의 변환점수와 동료평가

결과를 결합했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적용했을 때에 비해 CPS와의 평균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M = 7.5 대 10.4).

변환 점수에서 나타나는 순위와 CPS의 순위가 유사한지를 확인해보았

다. 두 점수로 나타난 순위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rs = .72, p

< .05).

본 결과를 통해 기여도와 동료평가를 따로 사용한 것보다는, 두 점수를

결합시킬 경우 CPS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

여도를 활용한 방안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기 때문

에 협력 요소가 빠져 있어 정확하게 CPS를 측정할 수 없었다. 반면 동

료평가는 평가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CPS를 과대평가하였다. 두

측정 방안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두 점수를 결합하고 변환

한 결과 CPS를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전문가가 평가한 기여도와 동료평가 결과를 결합할 경우

CPS를 정확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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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 의

현대 사회는 협력을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만들었다. 더 이상 혼자

서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1+1이 2가 되는 것

이 아니라 3, 4 혹은 그 이상을 만들어 내는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이나 집단 구성 등의 문제로 협력적 문제해결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곤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은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CPS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구성원들의 CPS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측정 방안은 제한적이며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

다. H-H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답이 존재하는 문

제만 다루기 때문이다. 특히 측정 방안의 한계로 인해 현대 사회에 중요

하게 여겨지고 있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에서의 CPS를 확인할 수 없

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의 범용성을 보장하면

서도 빠르고 정확한 측정 방안을 제안하고 가능성을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종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

가를 결합한 측정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6명의 대학생들이 수

행한 협력 과정과 최종 결과물을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3-4명의 소그룹

으로 묶여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두 장의 글을 요약한 후 새로

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추고 협력 때 사용할 도구인 Cmap에 익숙해지기 위해 혼자

문제를 일부분 해결했다. 그 후 참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든 개

념도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협력하였다. 이 때 개념도 선정을 위해 아이

디어의 질과 이해도 두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동료평가를 진행했다. 참

여자들은 동료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개념도를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익

명으로 20분 동안 협력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다. 모든 과정이 마친

후 참여자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CPS, 아이디어의 질 그리고 이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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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기여도와 CPS는 한 명의 평가자가 평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평가자의 평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평

가자가 절반의 참여자에 대해 평정하였다. 모든 측정치에서 두 평가자간

의 신뢰도인 ICC가 .7 이상이므로 첫 번째 평가자의 평정 결과를 신뢰하

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기여도와 동료평가는 각각 전문가가 평가한

CPS를 일정 부분 예측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기여도 점수와 동료평가의 점수를 결합한 경우 전문가가 측정

한 CPS와 높은 상관과 ICC를 보여, CPS를 정확하게 측정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두 점수를 결합할 경우 각 방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게 되어

전문가가 평정한 CPS와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결과물에서의 개인의 기여도 점수와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소

그룹 상황에서 CPS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과물에서

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가를 결합한 측정 방안은 편리함과 범용성을 모

두 갖추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측정 방안은 전문가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어 CPS 측정이 편리해진다.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상

호작용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전문가나 프로그램을 CPS 측

정에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가는 최종 결과물만을 보고 평

가할 수 있게 되어 ATC21S나 Collective Intelligence Battery에서 보다

채점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고 더 빨리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답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에서도 CPS를 측정할 수 있

어 범용성이 커진다. 종래의 측정방식에서 제시된 문제들은 측정의 편의

를 위해 대부분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으며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물을 평가할 기준만 설정한 후 본 방안을 적용하면 답이 정

해진 문제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도 CPS 측정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방식은 CPS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역량도 측정가능하다.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협력하지 않

고 먼저 과제를 따로 수행하므로, 개인의 수행 결과를 사전에 정한 루브

릭으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편리하면서도 범용성이 큰 CPS 측정 방안을 만들어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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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치지 않고, CPS 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CP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

속적인 피드백이다.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적시에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Dunkin & Barnes, 1986; McKeachie, Pintrich,

Lin & Smith, 1986). 본 방안을 활용하면 훈련 대상자의 CPS를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반복해서 측정하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결과에 따라 현재 상황에 적합한 훈련이나 피드백을 계속 제공하면 CPS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동료평

가를 진행할 때 코멘트까지 적게 한다면 훈련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을 점수로써만 평가하였다.

동료평가를 진행할 때 점수뿐만 아니라 코멘트까지 적게 하면 자신의 행

동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발전을 촉진할 수 있

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CPS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CPS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제

시한다.

개인의 기여도와 동료평가를 활용한 CPS 측정 방식은 효율적이다. 그

러나 본 측정 방식을 현실에서 활용하기 이전에 극복해야 하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CPS 측정에서 사용한 두 가지 방식인 기여도 평가

와 동료평가를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전문가의 기여도

평가와 동료평가의 장점이 결합된다면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어 CPS의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각 측정 방식의 단점끼리 결합

된다면 평가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각 평가 방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안전장치를 만들어

야 한다.

연구에서 제안한 기여도 평가는 여전히 개인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추출

하기 어려우며 전문가가 개입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사람이 서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T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의

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세 사람이 의논한 결과를 C가 최종적으로 정리

해서 결과물에 넣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C가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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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의 기여도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A, B, C 모두 일정 수준

이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제안한 방식을 활용하면 올바르게 기여도가

평가를 할 수 없다. 또한 기여도는 기존의 상호작용에 비해 전문가가 더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물에서 보이지 않는 기여도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기여도에도 동료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

색할 필요가 있다.

동료평가의 경우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한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료평가 점수만을 활용하는 경우 전문가가 평정한 CPS와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ICC는 충분히 높지 않았다. 즉 동료평가의 점수는 큰

틀에서는 전문가의 평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나 점수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며 다른 그룹의 수행과 비

교할 수 없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동료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z 점수처럼 점수를

보정하거나 다른 집단의 상호작용을 샘플로 보여줌으로써 평가의 정확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기한 두 가지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CPS 측정 방식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후속연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3-4명이라는 소그룹이 온

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단일한 과제를 수행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의 크기, 상황 그리고 과제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측정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이 익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실

명에서도 똑같이 효과가 확인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이 아

닌 서로 대면하여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확하

게 CPS를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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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를 통해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기여도와 동료평가를 활용한

측정 방안이 실제 협력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실생활에 협력 상황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PS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측정하려는 시도는 협력

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CPS 측정 방안이 훈련까지 연결되어 협력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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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by Using

Assessed Contribution and Peer

Assessment

Min Hae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PS) capabi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recently since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s we face is

often beyond the ability of any one talented individual. The

framework is a widely used tool for measuring CPS capability.

However, the current framework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only be

applied in virtual situations and on problems that have a correct

answer.

To circumvent the aforementioned limitations, we tried to assess

CPS capability by checking the contribution of each person and using

peer-assessment. First, we assessed CPS capability by having experts

check each participant’s contribution. We did this because look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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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ion from the outcome is easier than tracking the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Second, we used peer-assessment

on CPS capability by asking each group member to evaluate CPS

capability of other members. Applying peer-assessment is much

easier and cheaper than the current way because group members can

easily assess other member's CPS capability.

Although the two ratings are useful, each has its weaknesses. In the

case of measuring CPS capability from the contribution score from an

expert, it does consider the interaction in a group. And measuring

CPS capability by using peer-assessment has a reliability issue.

Thus, combining the two ratings would remedy the defects of the

two methods. In order to examine a new way of assessing CPS

capability, we compared the CPS score from an expert and a

combined score.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 that the

combined score can predict CPS capability well. In conclusion, this

study introduced a new approach to assess CPS capability which can

be used in actual educational settings or team performance in

organizational settings.

keywords :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ontribution,

peer-assessment, idea generation, concep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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