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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Web Based Instruction)는 월드와이드웹(이하 웹으로 지칭)을 주요 교수 매체
로 하는 교수一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로 교실에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
어지는 기존의 전통적 방법과는 달리 WEI는 웹 환경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
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교수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WEI는 전통적 교실수업과는 다

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WEI의 교육적 특성 중에서 상호작용의 기회 확대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최근의 학습이론

경향들과 맞물려

WEI의

핵심적인 특정으로 지적되고 있다(Harasim， 1989; 엄정훈，

1999a).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육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
제로 한 것이며， 그 결과는 바로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EI 에 서 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인간 상호작용이다. 학습자들
은 웹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교수자나 다환 학습자들， 심지어 다른 교수자나

전문가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인간 상호작용은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받
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실수업에서의 상호작용보다 학습자 위주이며 역
동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웹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가 상호작용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Romiszowski & Mason, 1996).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WBI
중에서 활발한 대인간 상호작용이 제공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엄정훈，

1998). 오히

려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의

사소통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피상적인 의사소통에 머무를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
고 있다(이인숙， 1999) 따라서 WBI에 서 학습의 효과룹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어야 한다(엄정훈， ]99~， 1999a).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
는 전략들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성， 교수-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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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WBI 에 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WBI 에 서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학습자 내용간의

상호작

용에 관한 연구， 온라인 토론을 통한 대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개
의 특정 변인들에 대한 실험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한 것이므로，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하는 WEI 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WEI 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에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지칩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서는， WBI 에 서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었고 이를 어떻게 범주화힐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

라 본 연구는 WBI 에 서 의 상호작용， 특히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부분의 교육적 활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
다. 교육적 활동은 교수 및 학습활동 주체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교육의 장변에서 매우 가치 있는 개념으로 당연하게 간주되어 왔다

(Gavora

& Hannafin,

1993). ]onassen(l989)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학습자의 반응적， 수

동적 방식의 태도로는 학습에서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가정한다. 즉， 학습자가 자
신의 학습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학습 결과의 개인차
는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rice (l99l) 역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고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학습자와 교수;학습 체제간의

정보나 반응， 피드백 등의 교환이 개별화되고 잘 적응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한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의 양은 학습의 수준과 수엽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 인 이 된다고 본다(Mason，
웹이

학습환경으로서

1994; Moore, 1993).

가지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학습자의

동시적 ·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웹은 기존의 단방향 (one-way ) 전송 매체와는 달라 고

도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Romiszowski & Mason, 1996),

WEI에 서 학습자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도구를 통하여 다른 학습자나 교수자 혹은 전문
가들과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면대면 강의에서는 교수

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어떤 학습자가 교수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학습자는 그 과정이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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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야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전문가와 접촉할 기회도 그렇게 흔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WEI 에 서 는 웹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면대먼 강의의 한계를 극

복하고 보다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WEI 에 서 제공하는 이러한 의사소
통의 기회는 학습자에게

개별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협동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게 해준

다(Harasim， 1989; 돼ltz， 1990).
정재삼과 임규연 (2000)은 WEI에 서 의 온라인 토론과 관련된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제
시하였다. 그들은 관련 요언을 범주화한 기존의

요인을

학습자，

설계，

환경의

세

가지

연구들에 기반하여 온라인 토론 관련

측면으로

범주화하였는데，

학습자

범주는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에 대한 태도， 쓰기에 대한 태도，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사전지식으로， 설계 범주는 토론주제의 관련성，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정도로，
환경 범주는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지원으로 그 요인들로 정리하였다. 그렇지만 그

들이 제시한 범주 역시 WEI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그들의
범주는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온라인 토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한 토론에서의 만족도와 성취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이블의 범주는 WEI의 계획 및 운영， 즉 대언간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관련 요인의 범주화에 시사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ill.
1.

WEI에 서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범주화 및 타당화

요인들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WEI에 서 대인간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연구들， 즉 토론의 참여도나 답신율， 상호작용성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

등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상호작용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참여와 태도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련

요인틀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Lincoln과

Guba(1985) 가 제시한 범주화 방법이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자료들로부터 주기
적으로 반복되는 규칙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었다. 즉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끼리
정보단위를 분류해서 범주의 특성을 기술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범주에 일관성 있게 포

함되는 내용을 정당화시켜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낸 것이다. 이
러한 범주화 방법에 따라 관련 요인을 재구조화한 결과는 다음의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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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I 에 서 대인간 상호작용에

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기
;:;<.•

요

인

선수지식
컴퓨터 사용 능력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학습양식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학습자 관련 요인

범주화

대한 인식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성격
태도 및 동기
학습자 개인의 필요
자신감
다른 학습자와의 인간관계

인적사항 요인

성별
연령

협동학습전략 사용
토론 참여인원

토론 주제의

수업활동의
구조화와 관련된 요인

•

교수자의 수업
운영 관련 요인

선정
익명성
학습자 집단 구성 방식
면대변 수업과 통합
평가방법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피드백
사이버 도우미 활용

• 개인 전자 우편 발송
수업활동

지원파 란련된 요안

토론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학습자의 인적사항 제시
교수자의 참여
교수자의 역할모범
온라인 리포 E 제시

네티켓의 제공
컴퓨터 λF용 장소

컴퓨터 관련 요인

• 컴퓨터의 수와 배치

환경적 요인

통신장비

네트워크 관련 요인

2.

관련

• 통신비용

연구들에 기초한 상호작용 요인들의

타당화

1) 학습자 관련 요언
컴퓨터 매개 통신이나 온라인 교육체제에서 학습자 특성이 학습 빛 토론 활동에 영

향을

1989)

미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임정훈，

1999a; Harasim,

그러나 문헌고찰 결과에 의하면， WEI에 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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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웹기반 교육에서 상호작용에 대

해서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보떤 주로 상호작용의 특성， 유형， 모형을 정리하거나， WEI
에서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성취도나 만족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컴퓨터 컨퍼런
싱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I에 서 의 효과 요인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자 요
인들을 추출해서 정리하면 크게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요
인， 인적사항 요인이 있다.

CD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 선수지식: 학습자 관련 요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선
수지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Park와 Hannafin (l993) 에 의하면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관련된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후속 학습과 연결하
게 되는 단일 요인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학습내용에 대한 선
수지식은 학습자가 웹기반 토론에서 제기되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토론의 내

용을 갚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습자가 토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수지식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미량， 1998).

@ 컴퓨터 사용능력: 컴퓨터 사용능력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과 수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능력은 WEI 에 서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Kearsley (l996) 는 학습자의 컴퓨터 관련 기술의 사용 능력이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시스템에의 접근성과 이에 대한 이해도가 학습자의 대화 참여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임정훈(1998)은 WEI에 서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학습
자들에게 상호작용 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기대한 만

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학습자들의 컴퓨터 조작
능력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컴퓨터 사용능력은 WBI에 서 의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WBI에 서 는 컴퓨터의 사용 능력이 어느 수

준 이상 갖추어졌을 때， 학습자의 선수지식，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요인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교육 분야에 도
엽할 때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일시적 유행

으로 생각하고 기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혁신 확산 이론에 따르면 변화를 초
래하는 혁선은 개인 또는 조직의 특정과 결합하면서 저항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저항의

강도는 새로운 변화에 적용해야 하는 심리적 • 실제적 불편함과 새로운 매체의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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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WEI 에 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WEI 의 장애 요언을

파악한 김미량(1 998)의

연구결과에

움， 좌절감과 같은 심리적

의하면， 새로운 시도에

이유와 주변의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두려

이해 부족， 필요성에

대항 인식 부족과 같은

인식의 문제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학습양식: 학습양식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어떻게 학습환경을 지각하고 반응
을 보이는가에 대한 일반화된 습관이다(Jonassen

& Wang , 1993). 즉 개인이 외부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한 지각， 사고 그리고 문제해결 등에 관한 독특한 양식을 결정하는 데
관계되는 일정한 태도， 선호， 습관적인 전략이다. Jih와 Reeves (l992 ) 에 의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호작용적 학습체제를 설계할 때 학습자의 구체적인 학습양식에 부합
하는 학습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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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학습자의 성격 중에서 특히 내향성/외향성은 WEI 에 서 의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인우 ( 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동시적 온라
인토론에서

내향적 성격의 학습자들이

고 많은 견해틀 제시하였다.

내향성의

외향적 성격의 학습자들에

비해 보다 자주 그리

학습자들은 또한 비동시적 온라인토론의

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은 토론할 때에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허용한다
는 점과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과 발언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우와 박은실 (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면적 의사소통에

비해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방식에서 학습자들이

월등하게 높은 참여도를 보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내향성을 가진 학습자가 월등히 더 활발하게 참여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 태도 및 동기: 학습자가 WEI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사용이

생각할수록，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학습자의

쉽다고

참여도가 증가한다 (Choi，

1996) . WEI의 상호작용은 주로 텍스트를 통한 쓰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
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토론 참여가 활발하다(Harasim， 1989; Hiltz, 1990;

Le vin et al , 1990). Velayo(l993) 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토론에 서 동기 는 특히 수업
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만족도와 내적

동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외적 동기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 Stein (l 997) 역시 내적 동기가 토론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하
였다.

@ 학습자 개인의 필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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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필요를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Schwier

& Mi san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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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최근에는 매체를

통한 기계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점차 학습자 중심으로 상호작용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상황은 기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나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한다. 김미량(1998)은 새로운 상호작용적
필요에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변화하는

민감하게 적응할 때 학습의 개별화가 달성될 수 있고 결국 상호작용의 양과 질

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 자신감: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은 대화의 참여에 영향을 준q(Gibson，
1991).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강사의 감정이입，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 완료，
학습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진， 학습자의 인지된 자기 이해 그리고 교육적으로 누적
된 경험 등이다.

@ 다른 학습자와의 인간관계: WEI의 경우 교수-학습자， 학습자 학습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데， 이러한 인간관계가 WEI에 서 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Kayany

& Rowley, 1994) 이인숙 ( 1 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

성원들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간 관계가 컨퍼런성 대화의 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요인 중 어느 요인이 참여를 더 촉진시키
거나 저하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감정은 상대에 대한 답장의

수를 결정하며 반응하는 내용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만한 관계가 이-닌 상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도를 곡해하여 더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며，
이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오히려 답장을 보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한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지 않은 상대보다는 매우
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D

인적사항 요인

성별: WEI 에 서 상호작용의 수준과 성절은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여

성이 면대면 상황보다는 온라인 상황에서 대화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
유는 통신망이 지닌 안전성과 익명성 때문이다 (Grint， 1989). 이언숙( 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데 따븐 정서적 부담 역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공간
에서의 적극적인 피드백 제공， 문자기반 의사표현의 부담， 사이버토론 참여의 선호 정도

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이버 토론공간이 주어진 틀 내에
서 과제를 지향하는 공개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 우위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사이벼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공

간에서도 남학생보다 글로 의사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겪는다는 자기인식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현실공간에서 보이는 속성이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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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서전략과 행동전략
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많은 날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남학생에

비해 그것을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자가 지닌 모호성 때문에 시간 소

모적인 사이버 공간이 여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연령: 연령이 상호작용과 맺는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대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3，4학년 학생들보다는 산업생

이，

학부생들보다는

대학원생들이

온라인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cCreary & Van Duren, 1987).

2)

교수자의 수업운영 관련 요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자의 활동은 본 수업 전에 수엽활동을 구조화하는 단
계와 실제 수업 상황에서의 학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엽활동을 구

조화하는 단계는 수업활동 이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교수자는 이 단계를 통해 협동
학습전략 사용여부， 참여인원의 결정， 학습자 집단구성， 면대면 수업과의 통합여부， 평가
방법， 익명성， 토론의 주제 선정，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사용 여부， 실시간 동시토론의 활
용여부 등을 선택한다.

학습활동을 구조화하는 단계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엽 전 교수자의 역할이
라면， 학습활동지원 측면은 본 수엽 과정에서의 교수자가 취할 수 있는 상호작용 촉진
활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펴드랙， 사이벼 도우며의 촬용， 개별 전자우편 발송， 토론현황
에 대한 정보제공， 교수자의 역할모범， 학습자의 인적사항 제시， 교수자의 참여， 온라인

리포트 제시， 네티켓의 제공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1) 수업 활동의 구조화와 관련된 요인

CD

협동학습 전략 사용: WEI 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주도적언 학습활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협동학습에

가능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적합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소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학습

과는 달리 집단 상호작용의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소집단 내 각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동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따라서 협동학

습은 자체의 특성상 적 극적 인 상호작용성 을 갖는다(J ohnson & Johnson, 1986). WEI 에
서 학습자는 수많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협동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사고 방식이나 새로운 전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나 관점을 형성해 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Romiszowski와

Mason (1996)은 WEI에 서 풍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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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수업 전에 교수자의 체제적인 교수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 즉， 교수자는 수업 실시 이전에 WEI에 서 협동학습 전략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WEI에 서 의 협동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Benett，

1987; Hooper & Hannafin , 1998) 에 의하면， 다양한 능력이나 특성을

갖고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소집단을 구성하든 것이 집단 상호작용과 집단 생산성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협동학습 상황에서 집단 간 경쟁을 유발시
키는 전략도 제안되고 있다(엄정훈， 1999b). 비록 일반적으로 집단 상호작용에

있어서

집단 내에서의 경쟁은 구성원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켜 커뮤니케이션을 위축시키고 집단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집단 간 건전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집단에 뒤지지 않으려는 심리적 긴장감을 일깨워 집단 응집력 강화와 함께 토론 참여도

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협동학습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풍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다양한
능력과 특정을 가진 학습자를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데 효과가
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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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참여인원: 토론은 WEI 에 서 흔히 시도되는 수업황동 중의 하나이다. 교수자
는 수업활동을 구조화하는 단계를 통해 WEI에 서 다룰 토론의 주제， 상호작용 방볍 등

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사항들은 토론 참여인원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교수자가 상호작용을 증진하기에 적합한 토론주제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동시적 • 비동시
적 상호작용 방법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참여인원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제대로 활용하
기 어렵다. 일반적인 교실토론의 경우， 선행 연구에 따르면 5~10 명 정도로 구성된 소인

수 집단이 다언수 집단보다 더 효과적이다. 소인수 집단구성에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높은 성취와 만족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온라
인토론은 시공간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덜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토론의 경우에도 대집단은 토론에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대규

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공통된 의견 및 문제 해결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구성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집단의 응집성이 떨어진
다. WEI의 경우 면대면 수엽과는 달리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제와 관련된 사고와 정서， 감정 등 집단 동질성에 따른 응집성이 참여

자간의

의사교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홍경선 ( 1999)의 연구결과 역시 WEI에 서 토

론의 활성화 여부는 참여인원과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Spear와 Pillay(1998) 은
온라인토론에서 이상적인 집단구성원의 숫자로 15~20 명 을 제안하였다.

@ 토론주제의 선정: WEI에 서 는 토론 운영자가 어떤 주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참
여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임정훈 ( 1 999a)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관한 토론에는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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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참여율이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토론의 주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유형보다는 찬반 양론이 대립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일

수록 토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욱 ( 1999)은 주제 또는 주제

별 학습주제를 제시함과 더불어 학습자가 의제와 질문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게 토론주제와 주요질문을 미리 제공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 토대를 조성해 주어

야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비록 토론주제가 잘 선정되더라도 기반이 되는 지식이 부족
하면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사전에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내

용을 제공하거나 토론의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그라고 이
러한 전략은 수업 전에 수엽을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미리 수행되어야 한다.

@ 익명성: WEI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간의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언숙 ( 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익명성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습자의 참여를 더 촉진시키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돼ltz (1986) 와 Grint(1989) 는 학습자들이 알

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색함에 부담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익

명의 상대와 대화할 때 문자 형태의 메시지가 지난 비가시성은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야 하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며， 이 때문에 익명성이 학습자의 대화 참여를 현저하게 자
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집단의 구성방식: WEI의 성격에 따라 집단의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면대면 수업을 위한 보조 수엽의 경우 이미 학습자간 상당한 수준의 인간관계가 형성되
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수업에서는 참여자들간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언숙(1999)은 구원들간에 이 미 형성 되 어 있는 인간 관계가 컨퍼 런싱
대화의 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

분의 컨퍼런상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의 글은 좀 더 관심을 가지
고 신중허 읽고 답장을 더 보내주었으나， 친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상대가 올린

글은 읽고자 하는 관심도 적고 많은 경우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임정
훈 ( 1999b) 은 가급적이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질적인 집단일 때 학습자들은 서로간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
우에는 집단구성원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전략을 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면대변 수업과 통합: WEI 에 서 는 면대면 수업과는 달리 얼굴 표정， 눈맞춤， 봄동
작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결여된다. 따라서 인간적
인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간 신뢰감 형성이 어렵다.
또한 면대면 토론의 경우에서는 언어적 설명과 함께 보조적인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쉽게 구체화， 형상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웹을 활용한 동시적 토

론 수엽의 경우 언어적인 설명에만 의존하므로 시각적인 자료를 전달하기 힘들다. 또한
WEI에 서 는 면대변 수엽과는 달리 학습자와 교사와의 거리적인 차이로 수업내용에 대한

WEI에 서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비형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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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의 기회도 적어지기 쉽다. 따

라서， 학습자는 공간적 거리감과 함께 섬리적으로 고립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WEI가

갖는 이러한 약점은 면대면 수업과 WEI를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었다. 이
러한 수업 운용 전략을 통하여 교수 학습 주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의사교환을 명
확히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인숙(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면대변
수엽과 컨퍼런성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습자의 대화참여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 또한 최욱(1999)에 의하면 교수자는 수업과 관련해서 큰간이

되는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교수자가 조직화하고 구조화해서 전통적인 강의법을 통해 교실수엽
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수엽과 관련된 다른 학습내용이나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WEI에 서 면

대변 수업과 통합하여 수엽을 운영하는 전략은 교수 학습 주체간 혹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의 의사교환을 명확히 하고， WEI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극복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교실수엽에서와 마찬가지로 WEI에 서 도 중요한 요인이 된
다. 면대변 수업의 평가활동은 선수학습을 진단하고， 형성평가를 하거나， 총합평가를 실
시하여 수엽을 개선하는 효과가 았다

이러한 평가의 효과는 WEI 에 서 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WEI는 제한된 의사소통 경로를 가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체계적인 평가방법
이

필요하다. 사전에 구조화된 평가방법은 수업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지의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줍 수 있다. 따라서 WEI 에 서 교수자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WEI 의 참여 빈도나 게시한 글의 유용성 정도， 다른 학습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따른 평가준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준거와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습자를 동참시키거나 결정내용을 공지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높일 수 었다. 김미
량( 2000) 은 수업 참여에 대한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정적으로 열심

히 참여하는 학습자들만의 장이 되어 일정 시간 경과 후 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학습자
가 소외 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 적 한다. 이 인숙(1 999)의 연구결과도 이 와 같은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즉， 평가에 컨퍼런싱 토론 참여 빈도를 반영하는 운영방식이 컨퍼런싱 참여

빈도를 높이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욱 ( 1999 )은 결과에 대한 평 가
에만 의존하는 평가관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학습활동을 위해 접속여부，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양과 칠， 게시판 활동 정도， 전자토론에 발의한 안건， 의견 중에 유용한 것，

전자우편 활용 정도， 활동일지 등을 통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임정훈
(1999b )은 WEI 에 서 도 면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참여도에 따라 상이한 보상을 제공하
지 말고 협동보상구조 방식으로 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같은 보상을 제공할 경우， 집단

상호작용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평가방법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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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

대한 평가 방볍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에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교수자는 수업에 앞서 먼저 수업을 구조화하는 단계를 통해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WEI에 서 학습자는 교수자와 웹이 제공히는 다양한 의사
소통 통로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 요소로 전자우편， 게시판， 자
료설， 토론방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성， 발표력 등이 부족하거나 워드 프로세싱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비실시간 상호작용 통로를 활용하고， 대언관계에 적극적이거나 컴퓨터
채팅 정험이 풍부한 학습자는 실시간 상호작용 도구를 활용한 토론을 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임철일 (999)은 교수자 학습자 상호간의 상호작용 중 특히

인지적 상호작용

측면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 통로를 사용해야 함을 지적허번서， 운영상에

서 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적절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거나 선정하는 것， 토론 참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를 촬용하는 전략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상호작용 통로는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현재 웹기반 환경
에서의 온라인 토론은 주로 전지게시핀 기능을 이용한 비실시간 커뮤니케이선므로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전자우편， 웹 채팅， 리열오디오 등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수업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요인
φ 피드백·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WEI의 전략으로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즉각적인 피드백은 비록 교

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즉각
적인 피드백은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수업의 만족도， 학업성취， 그리고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McLoughin， 1999; Stevenson et al , 1996). 웹의
게시판이나 질의/응답 코너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해 교수자 또는 웹 수업 운영자의 선속한 피드백은 양자간 의사소통의 역동성을 촉진
시킬 수 있고， 개별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흔자서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학습하고 있
다는 심리적인 고독을 쉽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피
드백을 지연하여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으면 그만큼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진다. 교수자

의 반응이 너무 늦어 학습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습자는 지루함을 느끼거나
무엇인가

이상이

았다고

가정하고

학습

진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엄정훈

C1999a) 의 연구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때 토론 운영자에게 조언을 구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시해 주면 토론 과정을 교수자

WEI애 시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지는 요인 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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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히고 있다는 생각윤 갖게 되어 토론 참여를 촉진시켜 준다는 것
이다.

@ 사이버 도우미 활용: 김미량(2000)은 WEI 에 서 학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벼 수엽 도우미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전략은 처음 컴퓨터 전반에 대한 실력
이 뛰어난 소수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따라 시도된 것으로 도움을 제공한 도우
미나 도움을 받은 수업 참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였다 이 때 도우
미의 수는 다양할 수 있으며， 도우미라고 해서 반드시 사전지식이 높을 필요는 없다. 오

히려 수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도우미의 역할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
업 도우미는 일정 부분 교수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효과가 았다.

@ 개인 전자우편 발송: 교수자는 학습자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채널로
개별 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전자우편 발송은 교수자가 수업의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다수의 플랫폼들이 이
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메시지를 받은 학생둘의 답선율이 높게 나타났다(김
미량， 2000).

@ 토론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WEI 에 서 토론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론 현
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엄정훈 G 999a)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뜰은 자선이 속한 집단 및 타 집단의 토론 현황에 관한 양적 정보의 주기
적 제공이 토론 참여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토론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현재 특정 학습자가 속한 집단은 어느 정도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보 위치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면， 집단 간에 심리적
정쟁심이 유발되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지
나친 경쟁심리를 유발하였을 때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 학습자의 인적사항 제시: 교수자가 수엽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제시하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r:}( Moore & Kearsley, 1996). 학습자들은
동료학습자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숙지함으로써 과제물의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협조를 요정할 수 있다. 학습자뜰은 상대방의 이름， 연령， 전공， 칭함에 대한 간단한 이
해를 바탕으로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인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올
느끼고 토론의 초기에 발생하는 어색함을 줄일 수 있다.

@ 교수자의 참여: 교수자는 수엽의 목표나 내용에 따라 참여를 극대화하여 상호작
용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한 극소화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이인숙 ( 1999)의 연구결과에 의히-면， 교수자의 참여와 관여를 최소화한 학습자 중
심의 컨퍼런싱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참여도에 별 영향을 주시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라한 학습자 중섬의 운영 벙식은 대화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논의되던 주제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거나， 맥락 없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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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전환되는 되거나， 공통의

관심에 따라 토론이 통제되지

않고 여러 발제들이 산

만하게 등장하거나， 한 발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피상적인 답변들이 교환되는
문제들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엄정훈(1 998)은 교수자가 토론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토

론의 방향을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작용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교수자
의 역할에 따라 집단 상호작용의

양상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

의들을 정리해 보면， 교수자의 적절한 참여는 토론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
며，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교수자의 역할모형: 전통적인 수업과는 달리 WEI에 서 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
율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학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

여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상호작용 측면에서 학습자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역할모범이 되
는 것이 중요하다(최욱， 1999). 이러한 역할모범은 전자우편을 통한 개인적인 질문， 다양
한 형태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 전체 학습자의 토론
을 자극， 격려， 촉진하는 차원에서의

참여모습， 관련자료나 입수정보를 수시

탐색하여

제시하는 모습， 좋은 의견이나 자료가 제시되면 모든 학습자틀이 공유하고 본 수엽에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모습， 토론방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

습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욱 ( 1999)은 찌lEI에 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히
기 위해 무엿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수자
의

역할모범이라고 보고， 재7BI 에 서 는 전통교실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

에 따라 역할모범의 측면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역할모범에 대

한 등한시로 인해 학습자는 교육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의미로 해석， 습득하여 이를 원
활한 상호작용과 연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 온라인 리포트 제시 Moore와 Kearslcy (l996) 에 의하면 상호작용은 학생이 펼요
하고， 공통의 토론거리가 상존하며，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가능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

어나며， 온라인 리포트를 제시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언을 모두 자극할 수 있다. 즉，
교수자가 온라인 리포트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공통의 토론 주제를 제공함으로
써 토론을 유발할 수 있고， 리포트 작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리
포트의 결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집단 간 혹은 개인간의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 에티켓 제공: WEI에 서 학습자들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젖도 상호작용에 영
향을 준다. 이것이 네티켓이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네티켓을 제공함으로 학습자간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도모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최욱(1999 )은 WEI에 서 네티켓의 제공 여부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설
계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WEI에 서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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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요언
학습자가 WEI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왼 여러 환경적 여건들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환경 측면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는 크게 두 가지 유
형이

있다. 하나는 WEI 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결정하는 컴퓨터 접속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컴퓨터의 수와 배치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l) 컴퓨터 관련 요인

@ 컴퓨터 사용장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학습자가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갖는 것이 온라인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
졌다(홍경션，

1999; Steinfield, 1986; Kaye, 1987; Grabowski & Suciati & Pu sch , 1990).

WEI에 서 도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

보되어야 한다. WEI를 교내 강의설에서의 면대면 수엽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내에 학습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웹 상
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별도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컴퓨터의 수와 배치: Schofield(1995) 의 연구에서 컴퓨터의 수량과 배치에 따라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방식과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온라인 강좌를 대상으로
한 정인성과 최성희(1999)의 연구에서도 불리적 지원이 교육내용의 습득 정도， 강좌 만

족도， 정보소통 능력의 신장 정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교내 전산실과

같이 여러 학생들이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집중 유지를 위해서 WEI
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네트워크 관련 요인

@ 통신장비: 학습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접속환경은 WEI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가능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참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학습자의 인터넷 접속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모템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습자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WEI
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인숙 (999)과 홍경선(1999) 또한

학습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장비가 WEI 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지적하였다. 특히 소리나 동영상 파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위해 자료 파일의 용량을 제한하거나 학습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언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개선

38

師

大

論

짧

(63)

되더라도 학생들의

다양한 접속환경을 수엽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계속 해결

해야 될 문제로 남아 았을 것이다.

@ 통신비용: 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통신비용 또한 WEI
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홍경선，

1999). WEI 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업

등록금 외에 추가로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실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는 통신비를 절

감시켜 주는 방법 등이 있다.

N.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WEI에 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WEI에 서 상호작용과 직접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폭넓게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WEI에 서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재정리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이 범주에 속하는 각각의 요인들

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WEI에 서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은 교수 학습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이러한 조

사결과는 원래 수엽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상호작용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일’로 정의되며， 따라
서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 자제가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기

역설적으로 실제 수업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때문이다. 이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에서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변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보다 중요한지， 또한 어떤 것들
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
해 WEI 에 서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지침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범주별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 관련 요인에서는 선수지식， 성격 및 동기와 학습자의 개인적인 필요가 주

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교수자 관련 요인으로는 협동학습전략의 사용 여부， 면대변 수

WEI에 서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n1 치 는 요인 탐색

39

엽과의 통합 여부， 토론주제의 선정， 교수자의 피드백， 교수자의 역할 모범， 교수자의 참
여 등이，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통신장비와 컴퓨터 수와 배치가 중요한 요

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실험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EI에 서 상호작용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관련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실험연
구들을 통해 WEI에 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범주에서보다 특히 수엽의 구조화 및 운영 측면에서 많은 요언들이 상호

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EI 에 서 학습자의 학습
이 중시되고 교수자의 역할이 내용의 전달자에서 학습의 촉진자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

전히 교수자의 역할이 상호작용의 촉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내 준
다.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수엽의 효과나 학생의 만족도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

로， WEI에 서 도 전통교실수엽과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활동이 수엽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얄 수 있다. 따라서 WEI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전히 교수자
의 활동， 즉 수엽의 구조화 방안， 수업 운영 전략， 촉진자로서의 교수자 역할 등에 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상호작용 요인들의 범주로 학습자 특성， 수업의 구조화，
수엽의 운영， 학습환경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범주는 WEI가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분류한 것으로， 교수자가 수엽을 구조화하고 운영하며 학습자는 자산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내용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는 실제의 수업상황에 따른 것이
다. 비록 이러한 범주가 실제적 유용성은 가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론적인 분석에 기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한 범
주의 수정 빛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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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tract>
A Review on the Variables and Factors for Facilitating
Inter-Personal Interaction in Web-Based Instruction
Park, Seong-Ik,* Seo, Jeong Min**
One of the valuable functions of Web-Based Instmction(WBD is that it provides
with inter-personal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 t. However, web serves only as
a tool offering opportunity to interact, and it doesn't guarantee the interaction.
Therefore, a variety of strategies promoting the interaction should be used to
enhance the effect of Web

•Based

Instmction.

To do this , we should check first

what kinds of factors influence the inter-personal interaction.

We intend , in this

research,

the

to

arrange

comprehensiγely

factors

influencing

inter

•personal

interaction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studies related to the interaction and
categorizing related factors ‘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have found factors related to the interaction in
such various areas as learner characteristics, instmction planning and stmcturing ,
instmction conducting , learning environment , and so on. Wh en categorized, these
factor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related to learners , teachers' instmction
conducting , and learning environmen t. The detailed categories are assorted as
follows: Le arner factor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the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 teachers' instmction conducting factors into two categories in the
instmction stmcturing and instmction conducting aspect; learning environment
factors into two categories such as computer
environment.

•related

environment and connecting

These categories cover all the various instmction phenomena in

Web-Based Instmction.
The specific results of the research and their interpretation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related with the interaction in WBI are so
that

they

include

all

of the

diverse

variables

γarious

which

are

and wide-ranged
dealt

with

in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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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ult seems to come from the fact that an

instruction by itself is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action.

Henc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ll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in the real instruction; researches
are needed that check which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in factors related to
the interaction and which can be come true.
Second , the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according to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As learner related factors , there are prerequisite knowledge ,
character, motivation , individual need of learners. Teacher related factors include the
use of cooperative learning strategy, the use of face-to-face instruction, discussion
topic, teacher' s feedback, teacher ’ s modeling, and teacher ’ s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 related factors are the level network equipment , and the number and
arrangement of computers.

Plenty of factors have been proved to influence the

interaction in the research , but up to now there haven't been enough experiment
studies which tre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directly. Thus , it is
necessary to check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in Web-Based Instruction by
researching directly factors related with the interaction.
Third , as a result, many factors specially in instruction structuring and
conducting aspect are proved to influence the interaction.

This result shows that

teachers' roles st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promoting of the interaction,
although they regard learners' study as important and teachers' roles have turned
from deliverers of content to promotors of study in Web-Based Instruction
Finally ,

factors

characteristics,
environment.

facilitating

instruction

the

interaction

structuring ,

are

instruction

categorized
conducting ,

into
and

learner
learning

This categoriz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the real situation where

Web-Based Instruction is performed; thus it has actual usefulness.

But , the

categorization may have some problems in that it is not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Thus , categories are needed to be altered and validated on the basis of

teaching-learning the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