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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와 인터넷

에서 학습과 관련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

습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Youtube 교육채널,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와 각종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기반 학습활동으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하는 형

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은 상호작

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학

습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원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를 거

쳐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여 외적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셋째, 공동

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개발·연구 방법론의 절차를 따

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초기 설계원리를 개발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공학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화 검사

를 실시하였다. CVI와 IRA를 중심으로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원리

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생과 일반인 학습자 10인이 학습자 반응 검사에 참여하였다.

학습자 반응 검사는 내적 타당화를 거친 설계원리를 활용하여 온라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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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환경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학습환경 프

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과 심층 면담하고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양적 자료는 기술통계로 질적 자료는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공통원리 2개와 온라인 학습 단계별 4개의 원리로 총 6개의

설계원리와 세부지침 19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설계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원리는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이다. 다음

으로 온라인 학습 단계별로 준비단계에서 공유의 원리, 수행단계에서 모

니터링의 원리와 협력 학습의 원리, 평가단계에서 평가의 원리가 도출되

었다.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검사를

하여 설문과 면담을 통해 학습자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

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는 본

연구의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동영상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기와 온라인 독서실 기능을 강점으로 보았다. 또한, 온라인 학습

단계 중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조절 활동인 설명하기, 문

제 만들기, 질문하고 답하기가 유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나치

게 많은 공동조절 활동은 학습의 부담이 되는 요소로 지적하였으며 다른

학습자를 평가하는 활동과 서로의 활동을 비교하는 활동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활용 가능성

과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 온라인 학습에

서 학습자가 느끼는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 단계별로 공동조절 활동을 제안했으며

최근 SNS를 통한 학습인증 현상이 공동조절 활동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기능을 온라인 환경에 적용하고 구현한 기능

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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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환경에서 공동조절 활동이 온라인 학습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공동조절,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환경, 개발연구

학 번: 2018-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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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변화 중 교육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되었

으며 교수설계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최근 교수설계는 과거 어떤 매체

를 활용하는가와 달리 어떤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 예로 이러닝(e-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다양한 교수설계의 방식이

있다(임철일, 2011).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수 방법은

개인교수형과 상호작용적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수설계모형이 개발되었

고,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학습이론에 영향을 받아 학습환경을 설

계하는 접근방식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교수설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

은 교수설계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학습환경의 설계를 다루고

있으며 학습과제 중심에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임철일, 2012).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와 인터넷

에서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Youtube 교육채널,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와 각종 인터

넷 강의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개별적인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온라인상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Youtube,

MOOC,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상호작용 기반 학습활동인 학습공동체

를 형성하여 학습한 내용을 사진으로 인증하거나, 학습장면을 동영상으

로 촬영하여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고, 온라인 독서실에서 함께 학습하는

방식이다. 즉 동영상 기반 학습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학습한 후 학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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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이다(김민영,

2018; 박용희, 2014; 홍광표, 김나리, 2019)

이러한 현상은 학습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동

조절(Coregul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동조절은 개인이

사회 환경의 지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기조절학

습을 내면화하는 역동적인 조절과정이며 협력적 학습환경에서 공동조절

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McCaslin, 2004,

2009).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학습의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도 사회문화적 관점

이 주목받고 있다(이지현, 임규연, 2018). 온라인상에서 공동조절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는 연구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간 상호

작용촉진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진성희, 유미나, 김태현,

2015; Kaplan, 2014).

자기조절학습은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

적으로 Zimmerman(1989)은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스스로 메타인지적

으로,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며, 학습을 조절하는

세 가지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과정, 환경,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Pintrich와 De Groot(1990)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자료를 지

각한 후에 그것을 조직하여 장기기억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내는

인지능력과 인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상위인지능력으로 정의하였고

Pintrich(2000)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내용과 과정을 계획하고, 평

가하며 통제하는 인지적, 초인지적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을 학습자의 개별적인 인지활동으

로 보면서 사회와 환경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Hadwin과 Oshige(2011)는 자기조절학습을 사회인지적 관점으로 바

라보았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은 모델링, 안내된 연습을

위한 기회, 도구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회적 맥락과 교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학습하는 현상은 자기조절학

습에 사회와 환경의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타인에 의한 공동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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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을 내재화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온라인상

에서 함께 학습하는 현상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개인이 사회 환경의 지

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기조절이 내면화되는 역

동적인 조절과정인 공동조절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

라서 공동조절이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고 온라인학습에서 동기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 공동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학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든지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고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상호작용, 학습자 중심 학습, 콘텐

츠 개발과 유지의 용이성, 편리성, 실용성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사업체,

정부/공공기관, 정규교육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

흥원, 2018).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의 동기

가 확고하지 않으면 학습이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기영화, 2018).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 동기의 저하는 낮은 이수율과 관련되며 온라인

학습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환경 설계가 중요하다.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자는 학습자에게 동기를 유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학

습환경을 설계한다. 그 전략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위해

토론하기, 질문과 답변하기, 학습내용 관련 퀴즈, 평가가 있다(박태정,

2016). 이러한 환경은 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물론, 토론하기를 통해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

지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방식은 토론 외에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학습에서의 학습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고려했을 때

(Moore, 1989),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

습을 돕는 다양한 설계원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임철일,

2002) 공동조절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인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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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의 효과성

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조

절을 개인이 사회 환경의 지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내면화되는 역동적인 조절과정임을 전제로 온라인 학

습환경에서 공동조절을 통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온라인 학

습의 효과와 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

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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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조절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공동조절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은 어

떠한가?

셋째, 공동조절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반

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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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가. 공동조절(Co-regulation)

McCaslin(2004, 2009)은 공동조절을 개인이 사회 환경의 지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기조절이 내면화되는 역동적인

조절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Jӓrvenojӓ와 Jӓrvelӓ(2011)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절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Hadwin과

Oshige(2011)는 학습자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학습

자의 자기조절학습 습득의 변화 과정이라 하였으며 Hadwin, Järvelä와

Miller, 2011)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기조절의 일시

적 조정이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공동조절은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나. 온라인 학습환경

온라인 학습환경은 원격교육, 웹 기반, 이러닝 환경과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으며 한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Moore,

Dickson-Deane, & Galyen 2010). 그러나 Oblinger와 Oblinger(2005)는

온라인 학습을 그 자체로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보았으

며 Lowentha, Wilson과 Parrish(2009)는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된 기술적

매체와 그 맥락을 온라인 학습이라고 보았다. Benson(2002)과

Conrad(2002)는 온라인 학습을 원격교육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비전통

적인 방식과 권위에서 탈피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학습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정보를 전

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환경으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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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공동조절

가. 공동조절(co-regulation)의 개념

공동조절은 Vygotsky(1978)의 고등심리과정과 Wertsch와 Stone(1985)

의 ‘고등심리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된다.’라는 주장인 학습의 사

회문화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고등심리과정(Higher psychological

process)이란 인간의 심리적 영역에서 지각, 주의집중, 논리적 기억하기,

계획하기, 개념형성, 사고하기, 지식과 같은 정신작용이 심리적 도구인

기호, 즉 언어를 매개로 하는 과정이다(Vygotsky, 1978).

또한, 공동조절은 자기조절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확장하여 등

장한 것으로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공동의 문제해결을 공유하며, 상호작

용을 통해서 자기조절학습이 내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

동조절은 학습자의 자기조절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여긴다

(McCaslin, 2004, 2009: McCaslin and Hickey, 2001; Hadwin & Oshige,

2011).

학자에 따른 공동조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McCaslin

과 Hickey(2001)는 공동조절을 근접발달영역에서 나타나는 고등심리과정

의 기원인 상호작용이라 보고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공동조절이 나타난다

고 주장하였다. 근접발달영역에서 공동조절은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참

여를 포함한다. McCaslin(2004, 2009)에 따르면 공동조절은 자기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들을 내면화하는 역동적

인 출현적 상호작용(emergent interac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Hadwin,

Wozney와 Pontic(2005)은 공동조절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발생적 과

정으로 보고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조절전략, 평가, 과정

을 시작하고 조절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공동조절 과정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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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자신의 자기조절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McCaslin과 Burross(2011)는 공동조절을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는데, 개인,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자아 정체감을 조

절하며, 교수적 기회와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Hadwin과 Oshige(2011)는 공동조절이 학습자와

학습자가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습득의 변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 과정은 스캐폴딩(Scaffolding)과 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동조절에서 스캐폴딩은 내용적

스캐폴딩이라기보다는 인지와 초인지 과정에 관한 스캐폴딩이다. 상호주

관성은 자신이 보는 견해와 타인이 보는 견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상호주관성은 계획, 목표, 활동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 Jӓrvenojӓ과 Jӓrvelӓ(2011)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절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Hadwin, Jӓrvelӓ와 Miller, (2011)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기조절의 일시적 조정이라 보

았다.

공동조절은 학자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socially shared

regulation)과 비슷한 표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Vauras,

Iiskala, Kajamies, Kinnunen, Lthtinen, 2003; Volet, Vauras, Salonen,

2009). 하지만 이들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Hadwin & Oshige, 2011). 이들에 따르면 공동조절은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학습자가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면서 자기조절학습

을 습득해 나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반면, 사회적으로 공유

된 조절(Socially shared regulation)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명

의 학습자가 공동의 활동을 조절하는 과정이며, 목표와 성취기준은 함께

만들어지며 목표로 하는 산출물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지이다. 또한, 국

내에서 공동조절은 학자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조영환, 설보

연, 이현경, 강다현, 조애리(2017)는 공동조절과 사회적으로 공유된 학습

조절을 포괄하여 그룹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절을 개인 차원의 조절

인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대응되도록 그룹조절이라 하였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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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절은 다른 구성원들보다 선행 지식이나 기술 측면에서 뛰어난 구

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인지나 동기, 정서 등의 조절을 돕는 것으로 보았

다. 임규연, 임지영, 김혜준(2017)은 공동조절을 타인조절 또는 협력적 자

기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협력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가

자신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협력적 자기조절, 학습자가 타인을 조절할 때

는 타인조절이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조절을 사회와 환경 영향을

받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자 간

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학자들이 제시한 공동조절의 개념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르게 정의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Ⅱ-1>과 같다.

<표Ⅱ-1> 공동조절(co-regulation)의 학자별 개념

학자 개념

McCaslin &

Hickey(2001)

근접발달영역에서 나타나는 고등심리과정의

기원인 상호작용 과정

Hadwin, Wozney,

Pontin(2005)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발생적 과정으로 대

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전략, 평가,

과정의 조절과정

McCaslin

(2004, 2009)

개인이 사회 환경의 지원으로부터 영향받음

으로써,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면화되는 역동

적인 조절과정

McCaslin &

Burross(2010)

개인,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자아 정체감을

공동조절하며 교수적 기회와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

Hadwin & Oshige

(2011)

학습자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

유하면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습득의 변

화 과정
Jӓrvenojӓ & Jӓrvelӓ

(2011)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절과정을 지원하는

과정
Hadwin et al

(2011)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

기조절의 일시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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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절에 관한 연구는 공동조절의 전략과 측정 도구 개발, 협력 학

습환경에서 공동조절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공동조절의 양

상을 다룬 연구가 있다. 공동조절의 전략과 측정 도구 개발 연구로, 김정

연(2016)은 Wiki를 기반으로 공유 조절 지원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협력

학습 메시지 분석을 위해 공동조절 전략을 12개의 범주로 구분한 Zheng

과 Yu(2016)의 연구가 있다. Kaplan, Montalembert, Laurent와

Fenouillet(2017)는 자기조절과 공동조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였으며, 임규연(2018)은 자기조절과 공동조절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

생용 타인조절 척도를 개발하였다. 협력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과 공동

조절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Kaplan(2009)은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공동

체에서 협력적으로 학습을 할 때 자기조절과 공동조절이 발생한다는 것

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할 때 높은

빈도와 심도 있는 자기조절이 발생한다. 이 밖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공

동조절과 자기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데 그 결과 공동조절

과 자기조절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김소영, 2018; 임규연, 김시

원, 김영주, 2015; 임규연, 박하나, 김시원, 2015; Efklides, 2008; Grau,

Whitebread, 2012)

국내 외에서 공동조절에 관한 연구는 협력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

동조절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와 공동조절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우선 공동조절과 다른 변인과의 연구로는 강명희, 강민정,

윤성혜(2017)는 학업적 자기조절, 몰입, 협력적 자기조절의 예측력을 규

조영환 외(2017)

다른 구성원들보다 선행 지식이나 기술 측

면에서 뛰어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인

지나 동기, 정서 등의 조절을 돕는 것

임규연 외(2017)

개인이 협력 학습 상황에서 효과적인 개인

적/협력적 지식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조절 전략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

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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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연구에서 몰입과 협력적 자기조절이 만족도와 학업 흥미를 유의

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았다. 박미경과 박명숙(2017)은 협력적 자기

조절은 과제성취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최미나

(2017)는 협력적 자기조절이 학습공동체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밝혀냈다. 이한샘과 서은희(2018)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자기조절 능력,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협력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협력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동조절의 양상을 연구

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조절 연구가 협력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동조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력 학습에서 공동조절 연구는 성인학습 기

반, 컴퓨터 기반, 학습공동체 내, 팀 프로젝트 기반과 같이 다양한 상황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시원, 김예진, 김영주, 임규연, 2015; 노혜란,

최미나, 2016; 서은희, 2018; 이지현, 임규연, 2018; 이현경, 조영환, 강다

현, 설보연, 2017; 조영환, 설보연, 이현경, 강다현, 조애리. 2017; Chan,

2012; Kaplan, 2010, 2014; Lajoice & Lu, 2012; Malmberg, Jarvela, &

Jarvenoja, 2017; Salonen, Vauras, & Efklides, 2005; Volet, Summers,

& Thurman, 2009).

또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공동조절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Chan(2012)은 컴퓨터 기반 협력 학습환경에서 나타나는 공동조절 연구

를 Lajoice와 Lu(2012)는 의과대학에서 기술기반 협력 상황에서 나타나

는 공동조절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협력 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영환 등(2017)은 클라우드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이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과 그룹의 조절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탐색

하였다. 김소영(2018)은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협력적 자기

조절의 효과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인지조절, 동기 조절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협력적 효능감에 의해 긍정적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행동조절의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관계에 협력적 자기

조절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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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조절 모형

McCaslin(2009)에 따르면 공동조절은 활동(Activity), 참여

(Engagment), 상호 관계(Mutual Relationship)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

다.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서의 활동, 참여, 상

호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며, 공동조절을 통해서 자기조절과

사회문화적 풍부화(Enrichment)가 나타난다. 자기조절은 적응적 학습, 동

기유발, 자아 정체감의 형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문화적 풍부화는 공동조

절의 상호작용과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기회가 교육을 가능하

게 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조절의 목적인 자기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조절에

서 자기조절은 적응적 학습을 하는 것으로 개인의 요구, 필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자신과 상황을 조절한다. 적응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교수 환경은 3가지이다. 첫째,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

내며 타당할 수 있는 반응적이고 일시적인 공동조절 때문에 나타난다.

둘째, 도전적인 기회에 의해서 나타난다. 셋째, 다른 사람의 지지적인 관

계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동기로 유발된 행동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서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조절 관점에서 선택은 동기를 유발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 선택은 상황적 어포던스와 개인의 특성의 “분

투(Struggle)”와 갈등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협

상과 기회를 구성요소로 가진다. 마지막으로 공동조절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자아 정체감은 개인, 문화, 사회적 영향력의 상호 압

력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McCaslin(2009)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

화적 모델로 일찍이 비고츠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McCaslin(2009)는 사회문화적 관점을 기반으로 공동조절 모형을 개발

하였다. 이 모형에서 공동조절은 자기조절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생

적 상호작용(Emergent interaction)의 역동성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발생

적 상호작용이란 한 개인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Wertsch & Stone, 1985). 이러한 발생적 상호작용은 비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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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고등심리과정의 기원이론과 활동이 의미의 기본단위라고 말하는 신

비고츠키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발생적 상호작용은 자아 정체감을 말

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McCaslin, 2009).

McCaslin의 공동조절 모형의 구성요소는 개인, 문화, 사회이다. 이 세

가지는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세 요소의 관계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먼저 개인 요소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준비도, 잠재력이며,

문화 요소는 개인, 사회, 문화의 제도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사회 요소

는 상황, 기회, 관계를 의미한다. 이 3가지 구성요소는 문화-사회적 관

계, 문화-개인적 관계, 사회-개인적 관계를 맺는다. 아래 <그림Ⅱ-1>은

공동조절 모형과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문화-사회적 관계는 사회와 문화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회문

화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교 개혁에 참여하거

나 저소득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문화-개인적 관계는

문화와 개인 두 요소가 서로 기대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활동과 적응

사회문화적 구조

기대와 조절

자아 정체감

개인

(생물학적 특성, 준비도, 잠재력)

사회
(상황, 기회, 관계)

문화
(제도)

[그림Ⅱ-1] 공동조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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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제도가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개인적 관계는 학생이 활동과 적응을 할 수 있

도록 두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인데,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학

교를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하거나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

의 동기와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cCaslin &

Good, 2005). McCaslin(2009)은 공동조절 모형 구성요소의 결합 중 사회

-개인적 결합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학교에서 발생하

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의 동기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본 것이

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교

사와 다른 학생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McCaslin &

Good, 2005).

공동조절모형에서 각 요소 간의 관계는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사회,

개인,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사

회는 학습자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둘러싼 상황을

형성해야 한다. 또,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공동조절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자아

정체감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

다. 공동조절 활동

공동조절 활동은 공동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동조절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동을 명시

적으로 공동조절 활동이라 표기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

조절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부터 공동조

절 활동을 도출하였다(Yang & Lee, 2014; Zheng & Huang, 2016;

Zheng & Yu, 2016).

Zheng과 Huang(2016)은 CSCL(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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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의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행동 양상을 8가지 공동조절 전략으

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8가지 공동조절 전략은 오리엔테이션, 계획, 수

행, 협상, 모니터링, 평가, 기타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기반 협

력 학습에서 학습자는 8가지 공동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Zheng과 Yu(2016)의 연구는 모바일 컴퓨터 기반 협력 상황에서 공

동조절 행동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할 결과 학습자

는 목표설정하기, 계획세우기, 전략 실행하기, 모니터링과 조절하기, 성찰

과 평가하기, 초인지를 적용하는 행동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공동조절이 자기조절학습과 관련성이 있으며 공

동조절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은 자기조절 전략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Ⅱ-2>는 Zheng과 Huang(2016)와 Zheng과 Yu(2016)에서

나타나는 공동조절 행동 양상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공동조절 활동으로

정의한 표이다.

<표Ⅱ-2> 공동조절 활동의 정의

Zheng과 Huang(2016)의 연구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계획은 Zheng과

Yu(2016)의 연구 중 나타난 행동인 목표설정하기와 계획세우기가 유사

한 활동으로 보고 목표설정과 계획세우기로 공동조절 활동을 정의하였

다. 다음으로 Zheng과 Huang(2016)의 수행, 협상, 모니터링은 Zheng과

Yu(2016)의 전략 실행하기, 모니터링과 조절하기와 같은 활동을 나타내

기에 수행활동과 모니터링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Zheng과

Zheng과

Huang(2016)

Zheng과

Yu(2016)

⇒

공동조절

활동
오리엔테이션 목표설정하기 목표설정

계획 계획세우기 계획세우기
수행 전략 실행하기

수행협상 모니터링과 조절하기
모니터링 성찰과 평가하기 모니터링하기
평가 초인지를 적용

평가하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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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2016)의 평가와 Zheng과 Yu(2016)의 성찰하기와 평가하기, 초인

지를 적용하기는 평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보고 평가하기활동

하나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공동조절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목표설정

과 계획하기는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함께 학습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다. 수행은 공동조절 활

동이 학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

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모니터링은 공동조절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서로 모니터링하여 학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학습 과정을 마치고 난 후의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두 연구의 공동조절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여 공통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상과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참고하여 공동조절 활동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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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학습환경

일반적으로 학습환경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건

물, 교실, 시설, 기자재인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교수자와 학

습자, 학습내용의 상호작용을 돕는 교수방법과 교수매체를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로 본다. 이에 따라 학습환경의 연구는 대개 물리적 공간에 관

한 연구와 교육공학적 접근방식으로 교수방법의 설계와 개발 연구가 이

루어졌다(고대원, 2014).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플립러닝과 같은 다양한 교수방법이 나타나고 스마트기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교수매체가 교육분야에서 사용됨에 따라 학습환경의 정의가 변화

하였다. 따라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온라인 학습의 개념

온라인 학습환경의 개념은 온라인 학습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의 개념을

살펴본 후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학습의 사전적 의미로 온라인은 컴퓨터의 단말기가 중앙 처리 장치와 통

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송하고 중앙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

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온라인 학습은 원격교육, 이러닝과 함께 비교되어 설명될 수 있다. 원

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고,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이 이

루어진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술을 사용

하여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imonson, Huff,

Witherspoon, Prchal, & Jorde, 2015). 이러닝은 인터넷 자원과 디지털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방성, 융통성, 그리고 분산성을 가진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잘 설계된 학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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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양방향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이다(Khan, 2004). 이러한 이러

닝은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특성이 분명하지 않으나 개별 학습자에게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본다(Moore et al., 2011).

온라인 학습의 개념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나 한마디로 정

의하기 어렵다(Moore et al., 2010). 하지만 온라인 학습의 정의를 내리고

자 하는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다. Khan(1997)은 온라인 학습을 원격교육

에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적이거나 비동시적으로 학습 자원

을 교환 및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또 온라인 학습환경을 사회적이

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와 교수자를 둘러싼 시스템으로 보았다

(Khan, 2000). Oblinger와 Oblinger(2005)는 온라인 학습은 오프라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보았으며

Lowenthal 등(2009)은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된 기술적 매체와 그 맥락

을 온라인 학습이라고 보았다. Benson(2002)과 Conrad(2002)는 온라인

학습을 원격교육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비전통적인 방식과 권위에서

탈피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학습으로 보았다. 학자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온라인 학습을 정의한다(Benson, 2002; Conrad, 2002). 또한,

Anderson(2008)은 온라인 학습을 이러닝, 인터넷 러닝, 네트워크 러닝,

분산 러닝, 텔레 러닝, 가상 러닝, 컴퓨터 기반 러닝, 그리고 원격 러닝을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최근 Moore 등(2011)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격학습의 한 유형으로써 온라인 학습을 바라보았

다. 요컨대 온라인 학습환경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환경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래 <표Ⅱ-3>은 학자에 따른 온라인 학습의 개

념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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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온라인 학습의 개념

학자 개념

Khan(1998)

원격교육에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적이거나 비동시적으로 학습 자원을 교

환 및 전달하는 방식
Oblinger &

Oblinger(2005)

오프라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온라인 환경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Lowenthal(2009)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된 기술적 매체와 그

맥락

Benson(2002)과

Conrad(2002)

원격교육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비전통적

인 방식과 권위에서 탈피한 방식으로 학습

자가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학습

Carliner(2004)외
온라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학습

경험을 하는 것

Anderson(2008)

이러닝, 인터넷 러닝, 네트워크 러닝, 분산

러닝, 텔레 러닝, 가상 러닝, 컴퓨터 기반 러

닝, 그리고 원격 러닝을 포함

Moore,

Dickson-Deane 와

Galyen(2011)

인터넷이나 다양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

여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격학습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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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이론에 따른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

온라인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친 구성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

한 해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거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학습으로 본다

(Jonassen, 1999). 지식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지식구성을 촉진하는 경험을 학습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환경은 다양한 학습

이론 및 학습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김성종, 김현진, 이영주, 2014).

첫째,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에서 학습은 단순한 지식습득 아닌 사회

문화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학습자는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여 기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여 정교화 해내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김기

남, 김의정, 김창석, 2006). 또한,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

실제적 학습, 상호작용적 협동 학습을 중시한다(정인성, 1997).

Sharma와 Chawla(2014)는 지식구성을 촉진하는 구성주의 학습환경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 CLEs)의 주요 구성요소로 교

육적 요소, 사회적 요소, 기술적 요소로 보았다. 먼저 교육적 요소로 학

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학습자가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친절하고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 요소로 학습

을 지원하는 도구로 기술(Technology)의 사용이다. 구성주의 학습환경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CLEs) 모형을 제안한

Jonassen(1999)은 교수-학습의 주요 설계요소로 문제/프로젝트, 관련사

례, 정보자원, 인지적 도구, 대화와 협력 도구, 사회적/맥락적 지원의 6가

지를 제안하였다. 교수자의 역할을 학습자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modeling), 학습을 안내하며(coaching), 지원하는(scaffolding) 것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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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결주의(Connectivism)는 Simens(2005)가 주장한 것으로 전통

적인 학습이론이 학습자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학습은 설명할 수 있

지만, 외부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설명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

이다. 연결주의에서 학습은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학습형태를 개념화

한 것으로 학습을 지식의 연결과정으로 본다. 또한, 학습이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 사람, 인공지능 시스템 등과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

과 접촉이 가능해지며 과제나 문제를 해결해 갈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

이다.

Simens(2005)는 8가지의 연결주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과

지식은 다양성에 근거한다. 둘째, 학습은 전문적인 노드나 정보 자원들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노드(node)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 지식,

인공지능 데이터로 다양한 노드의 연결을 통해 학습자가 가지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 셋째, 학습은 비인간적인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좀 더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연결을 유지

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각 영역, 아이디어, 개념 간의 연

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능력이다. 일곱째, 정확한 최신 지식의

통용은 모든 연결 학습활동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은 그 자체

로 학습과정이며 정보환경의 새로운 연결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결주의를 온라인 학습에 적용한 연구가 있는데, Kop(2011)은

연결주의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4가지 중요한 활동을 제시하였

다. 첫째, 학습활동은 집성(aggregation) 활동으로 읽고 볼 수 있는 방대

한 자원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활

동은 교섭(relation)으로 학습자가 일련의 콘텐츠에 대해 읽고, 보고, 들

은 이후, 이미 알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사전 경험들과 연관 지어 성찰

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습활동은 창의(creation) 활동으로 보고 성찰이나

의미형성 단계 이후 학습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 플

릭커 등)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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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학습을 공유(Sharing)활동으로 여기고 학습자는 자신들의 결

과물을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연결주의

의 학습은 개인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연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결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온라인 학습환경

은 연결을 통해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Spiro, Coulson, Feltovich와 Anderson(1988)이 주장한 것으로 전

통적 학교교육이 지식과 학습과제를 지나친 단순화했다는 비판에서 나온

인지적 유연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이 있다. 인지적 유연

성 이론에서 학습자는 지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은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지식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자들이 비순차적인 임

의의 경로를 통해 탐색하도록 만드는 학습환경을 제안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으로부터 지식을 탐색하며 의

미를 구성한다. 이때 학습자들의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활용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관점별로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하이퍼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있다. 하이퍼미디

어는 비선형적이고 비순차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학습

자가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권성호, 엄우용, 권

혁일, 이준, 2015).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 온라인 학습환경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학습환경을 구성하면서 학습자가 지식에 관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이 정해

진 학습과정과 단계에 따라 학습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서 지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비구조적

이고 비순차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지식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지식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Bandura(1977)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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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행동의 학습은 타인의 행동 또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와

같은 학습 매체의 등장은 사회학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최

근 사회학습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활동, 소셜 네트워크가 결합하

여 협업, 소통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화된 무형식 학습, 혹은 소셜미디

어를 기반으로 한 참여적 학습이나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수업활동에 활용하는 형태로 본다(조윤경, 2011). 또한, 사회학습은 다양

한 학습자가 함께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공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현재의 교육방식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습자 간에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고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한상우, 2014).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사회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학습 모델은 소셜 네트워크

에 연결된 학습자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 교환하는 것을 학습이며 학습

자 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회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진일, 2016).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을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라

인 학습환경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이라는 한계를 넘어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환

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이론은 공동체의 실재적인 상황

속에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실행을 통해 함

께 사고하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창조하여 공동체를 발전시켜가며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Wenger & Lave, 1998). 강인애(1997)는 상

황학습 모델에서 학생 주도의 문제 형성 및 해결 학습을 핵심으로 보고,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체제를 지양

하고, 학생들과 교사와의 협동 학습을 강조한다.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2008)은 상황학습의 설계원리를 학습내용 및 과제 설계원리와 교

수방법 설계원리로 제시하였다. 학습 내용 및 과제 설계원리는 지식이나

기능은 맥락과 함께 제시하고 관련된 맥락 환경을 조성해 실제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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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한다. 반면 교수방법 설계원리는 인지적 전략의 시연과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협동, 반성, 명료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수자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Brown, Collins와 Duguid(1989)는 스토리,

실제적 과제, 성찰, 인지적 도제, 협동학습, 코칭, 다중적 연습을 상황학

습 모델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고, Herrington과 Oliver(1995)는 상황

학습 이론을 적용한 학습환경 설계 요소를 실제 맥락, 실제 활동, 전문적

수행에 대한 접근과 수행의 모델링, 다양한 역할과 관점, 협력적 지식 구

축, 성찰,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연결, 교사의 코칭과 스캐폴딩

(Scaffolding), 학습과제에 포함된 학습에 대한 실제적 평가로 보았다. 이

를 바탕으로 상황학습이론을 온라인 학습환경에 적용하면, 학습을 이루

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교수자는 학습의 촉진자로 학습자와 협동하며 학

습자 중심으로, 실제적 맥락과 과제 안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학

습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인간의 활동을 사회문화적인 맥

락 속에서 이해하는 유용한 틀로, 인간의 활동이 도구와 사회문화적 맥

락에 의해 어떻게 중재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제안되었다(성지현, 2018).

Engestrom(2001)이 완성한 활동체제 모형은 인간의 활동 변화 과정을

활동체제 수준에서 제안하여 인간의 활동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

해 및 분석하는데 유용하다(Jonassen & Rohrer-Murphy, 1999;

Jonassen, 2000). 먼저 활동을 정의하면 활동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사회

적, 집단적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

다. 이 모형에 따르면, 활동체제모형은 주체, 객체, 도구, 공동체, 규칙,

분업 6가지의 기본 구성요소를 가진다. 이 여섯 가지 요소는 복잡한 상

호작용을 통해 결과물(outcome)을 산출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활

동은 도구 사용이라는 문화적 특징으로 설명하며, 자극과 반응의 직접적

관계가 아닌 주체와 객체가 도구를 통해 매개되고, 목적 지향적으로 사

회 맥락적인 활동체제 안에서 각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결과물을 산

출한다고 본다(임철일, 2012). 이러한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온라인 학습

의 설계 및 분석을 한 연구가 있다. 김성미(2012)는 활동이론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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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맞는 적합한 도구가

필요하며 SNS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학습환경의 설계 가능성을 살

펴보면, 온라인 학습환경은 학습활동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이 나

타나는 사회 맥락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활동이 도구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다양한 학습 도구의 발견

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학습자를 주체, 교수

자와 다른 학습자를 객체로 보고 사회 맥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학습활동을 구상하고 이를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

다.

다.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

온라인 학습환경의 종류에는 3가지 있다(Mishra, 2002). 먼저 면대면

교수활동에 보조 수단으로써 온라인 학습환경인 웹을 사용하는 환경이

다. 다음으로 면대면 교수과정과 온라인 학습환경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면대면 교수활동을 대신하여 온라인 학습환경을

사용하는 환경이다. 세 번째 종류의 온라인 학습은 학습을 촉진하고 지

지하기 위해 웹을 학습환경으로 보는 것으로 웹 기술이 사용된다(Khan,

1997). 그러나 Carr-Chellman과 Duchastel (2000)은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 웹이 단순히 교수학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온라인 학습환경

의 설계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Mishra(2002)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기준에는 전통적인 학습이론인 행

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가 있다. Mishra(2002)에 따르면 행동주의는

온라인상에서 학습내용에 대한 교수활동의 목표설정과 평가분야를 다루

며, 인지주의는 학습자 지원을 위해 학습안내, 온라인 지원, 온라인도서

관, 사회적 상호작용, 동시적 도움주기의 기반이 된다. 구성주의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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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학습활동을 다루는 것으로 토론 참여, 메일을 통한 상호작용,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환경이 된다. 이 중 구성주의가 온라인 학습환경을 구

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

는 다양한 구성주의적 과제들을 웹 도구로 구현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을

방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Hung, 2001; Hung & Nichani, 2001;

Oliver, 1999).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학습이론에서 벗어나 온라인 학습환경을 생태학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조영환, 허선영, 최효선, 김정연, 이현

경, 2015). 생태학적 관점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은 근접과정이라고 불리는

개인과 인접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이다.

Bronfenbrenner(1989)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여러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위의 환경은 다른 층위의 환경과 역동적인 작용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인접 환경에는 가정과 학교와 같은 인접 환경을 나

타내는 미시체계, 인접 환경 간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중간체계, 부모와

직장이 대표적인 외체계, 사회문화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시체계, 모든 체

계와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체계가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

로 하여 온라인 학습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Johnson과

Puplampu(2008)는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미시체계의

한 차원인 생태적 테크노 하위체계로 제안하였다. 이 체계는 디지털 테

크놀로지를 통해 학습자와 미시체계 간 상호작용을 매개한다.

Johnson(2010)의 연구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학생의 사회적, 신체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학습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기존 온라인 학습의 구

성요소는 학습자, 교수자, 테크놀로지, 학습내용, 교수전략, 평가, 제도,

자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여겨졌다(조영환 등, 2015).

그러나 온라인 학습환경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과 인접 환경 간의 상

호작용을 하는 환경으로 바라보면서 Bronfenbrenner(1989)가 제안한 환

경을 구성하는 체계의 틀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를 바라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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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해 테크놀로지를 매

개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적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교수자, 다른

학습자, 학습내용과 상호작용한다. 또한,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직접 상호작용하는 미시적 학습환경은 거시적인 학습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 이 거시적 환경에는 개념, 이론, 철학과 제도, 정책이 있다(조영환

등, 2015).

라. 온라인 학습환경 사례

최근 온라인 학습환경은 고등교육에 분야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01년부터 사이버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기존 대학에서도 이러닝과 블렌

디드 러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무크(K-MOOC)가 2015년에

시작되면서 국내 대학의 강좌를 누구나 쉽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었다. 또한, 3차원의 가상세계, 웹 2.0,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학습의 방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

다(조영환, 등, 2015).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환경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Youtube Edu와 TED-ED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있다. 이들 온라인 학습환경을 상호작용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

MOOC는 2008년 캐나다의 Manitoba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천 명

에게 공개운영하면서 시작되었으며(주영주, 김동심, 2017b), 이후 미국에

MOOC를 제공하는 Edx, Coursera, Udacity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발

전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다양한 국가에서도 MOOC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기영화, 2018),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MOOC인

K-MOOC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한국형 K-MOOC 강좌는 각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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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과과정과 같은 구성으로 운영되며 시험, 주차별 퀴즈, 지원인력

(Teaching Assistant, TA) 등을 활용한 교수자-학습자 간 질의응답, 상

호작용 포함한다(주영주, 김동심, 2017a). K-MOOC 외에도 국내에서 한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KOCW(Korea Open Course Were)와 서울

대학교의 SNUON와 같은 각 대학별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배예선,

전우천, 2014). MOOC는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의 보완재, 학습

자에게 융합적 지식과 사고역량 향상기회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교수자

와 동료학습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족과 낮은 이수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이정민, 오보라, 2019).

국내에서 이루어진 MOOC에 관한 연구는 이정민, 오보라(2019)에 따

르면 K-MOOC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보시스템성과모형, 지각된 유용

성 및 지각된 용이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작용과 관련된 K-MOOC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먼저 변문경, 이진호, 홍석호, 조하민, 조문흠(2016)은

K-MOOC 강좌 개발을 위한 상호작용 설계 전략 탐구 연구에서 학습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 요소를 학습자 간 능동적 정보 교류 및 토론, 학습

산출물, 동료 평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좌 속에서 존재감, 토론, 산출물, 동료 평가를 중심으

로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좌 속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토

론 게시판 및 친목교류 게시판을 따로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오프라인 미

팅을 생성하고 운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에서는 토론

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여 학습자 간의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며, 페이스북과 SNS 활용을 연동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산출물에서

는 다른 학습자의 게시물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가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료를 활용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료 평가에서는 과제물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

하고 동료 평가 및 피드백으로 상호작용하고 감성적 피드백인 “좋아요”

기능을 제공하여 동기 부여 및 친밀감 형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

다.

전혜미(2017)는 K-MOOC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의 구조에

관한 사용성 평가하였다.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상태의 가시화, 현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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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 사용자의 통제권과 자율성, 일관성과 표준성, 에러 방식, 회상과

재인, 유연성과 효율성, 심미성과 간결성, 도움말 제공의 변인을 가지고

사용성 평가를 하였으며, 교수자-학습자, 콘텐츠-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에 관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가 요구됨

을 주장하였다.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거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교수자-학습자와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을 하기에 부족하며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 있어 즉각적이고 빠른 피드백

을 제시하고 타인과 의견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교육에 활용하

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기반 교육은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와 같은 학습 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

용한 학습활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 교육 데이터

관련 연구 분야가 부상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형태로 구현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났다(박정배, 임희석, 2015; 성진희, 전주성, 2012; 엄대진,

2011; 윤유동, 지혜성, 임희석, 2015; 조병호, 2013).

주로 SNS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윤경

(2011)은 페이스북 기반 소셜러닝(Social Learning) 학습환경 설계 연구

를 하면서 SNS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참여적 학습이라고 정의되는

소셜러닝의 최적화된 학습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SNS를 기반

으로 상호작용이 강화된 소셜러닝 학습환경 설계 및 구현은 학습자 간의

신속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종연(2012)은 대학에서 SNS를 활

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SNS의 상호작용 장점을

찾아냈다. 그는 SNS를 통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교육환경에서는 면대면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SNS를 활용한 상

호작용은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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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학습자는 학습자들과 교수자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어 학

습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그 자체로 교육적 효과를 가지

며 학습목표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은영과 김현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SNS 기반 비형식 학습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내용은 다른 참여자와의 공유, 즉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나누기’, ‘성찰나누기’, ‘하루나누기’, ‘관계나누기’가 나타나며 참여자

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지식공유가 SNS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지

원으로 가능했음을 밝혔다.

3) Youtube Edu와 TED(Technology, Education, Design)-ED

최근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Youtube와 TED가 널리 이용됨에 따라

이를 학습과 교육의 환경으로 보기 시작했다(김민경, 2019; 전보라,

2019). 일반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는 교실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

교수자가 교수 학습활동을 할 때 교수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에는 학습환경이 온라인으로 이동되면서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박종덕, 2019).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은

Youtube Edu와 TED-Ed에서 이루어진다. Youtube는 세계 최대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사용자가 영상을 시청, 업로드, 공유할 수 있

는 플랫폼이다. Youtube의 동영상 콘텐츠는 제작자와 시청자의 상호작

용과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윤영석, 이현우, 2016),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을 통해 재미를 쫓는 것을 넘어서 학습의 영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박종덕, 2019). 구글은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들을

Youtube Edu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어 서비스하고 있다. Youtube

Edu는 누구나 간편하게 필요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는 점과 교육 콘

텐츠의 분야별 분류와 수준별 분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 등 생애 주기에 따른 수준별 분류 체계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채널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 크래시코스(Crash Course)와 과학

학습 채널인 베리타슘(Veritasium) 있다(송재연, 나건, 2017).

TED-ED는 예술에서부터 수학, 건강,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총 12개

의 카테고리의 교육 영상을 가지고 있다. 영상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



- 31 -

해 만들어진 것과 자유로운 학습의 장이 되도록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과 LMS 기능이 있다. 또한, 강의 녹화 형식부터 풀 애

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다(송재연, 나건,

2017; Lepervanche, 2018).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동영상 플랫폼의 동영상 콘텐츠는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Youtube Edu는 댓글 기능을 통해 상

호작용 도구를 제공하고 TED-ED와 같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지만 학습자와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의 동영상 콘텐츠의 학습 효

과를 높이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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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설계·개발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Richey와 Klein(2009)의 설계·개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방법

은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와 이들의 개발을 이끄는 새로

운 모형의 생성에 관한 경험적 지식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

발,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개발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설계와 개발과정을 기술, 분석하고 최종산

출물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 유형 Ⅰ과 산출물 및 도구 연구와 산출

물 및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

점을 두는 모형 연구인 유형 Ⅱ로 분류할 수 있다(Richey & Klein,

2009).

이 중 유형 Ⅱ의 모형 연구는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이라

는 세 가지 종류의 연구를 다룬다. 모형 개발은 교수설계의 과정 또는

교수설계 과정의 일부를 설명하고 향상된 혹은 새로운 모형이 개발되는

것의 의미한다. 모형 타당화 연구는 실제 상황에서 모형 사용의 효과성

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외적 타당화나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적

타당화 과정이다. 모형 사용 연구는 모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한

연구로, 모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교수

설계의 맥락과 모형의 효과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다(Richey &

Klein, 2014).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

발하기 위해 설계·개발 연구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중 산출물 및 도구 연구와 산출물 및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모형을 개발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 연구인 유형 Ⅱ에 따라 연

구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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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인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

기 위한 연구절차는 아래 <표Ⅲ-1>과 같다. 첫째, 공동조절, 온라인 학

습,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 관련 선행문헌을 탐색한 후 공동조절 기반 초

기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초기 설계원리를

교육공학 전문가를 통해 내적 타당화를 실시한다. 먼저 5인의 전문가로

부터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를 하여 설계원리와

개별 세부지침의 타당도와 수정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설계원리를 수정 보완한 후 2

차 타당화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의 결과를 분석

하여 설계원리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의 프로토타입을 설

계 및 제작한다. 넷째,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제작된 온라인 학

습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수집한다. 학습자에

게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이 반영된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

과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면담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및 면담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효과성 및 개선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

로 최종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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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연구절차별 연구 활동

연구절차 연구 활동

선행문헌

검토

·공동조절,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 관련 문헌 탐색

·공동조절 기반 초기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도출

↓

내적 타당화

(전문가

타당화 검사)

·도출된 초기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 실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분석 및 설계원리 수정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프로토

타입 설계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분석 및 설계원리 수정

↓

외적 타당화

(학습자

반응검사)

·학습자 반응 검사를 위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프로

토타입 설계

·설계원리를 적용한 온라인 학습환경 학습자 반응 검사 실시

설문과 면담)

↓

최종

설계원리

도출

·설문 및 면담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의

효과성 및 개선점 확인

·학습자 반응 검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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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초기 설계원리 도출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원리

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조절, 온

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환경과 같은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문헌

을 검토하였다. 문헌의 검색 및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

는 학술정보검색서비스(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서비스(http://

scholar.google.com),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http://http://library.snu.ac.k

r/) 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관련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였

다. 선행문헌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을 참고하였으며 공동조

절이 다양한 유사어와 사용됨을 전제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 협력

적 자기조절, 타인조절과 같은 관련 용어도 함께 검색하였다.

나. 내적 타당화

1) 연구 참여자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선정 기준은 교육공학의 석·박사 학위 소

지자로 온라인 학습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한 경험이 있는 자

(Grant & Davis, 1997) 또는 관련 분야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Ericsson & Charnessm, 1994)로 하였다. 타당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의 수는 최소 3명에서 10명 정도가 적합하므로(Rubio et al., 2003) 본 연

구에서는 5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

개와 타당화 참여 의사를 묻는 개별적인 메일을 보냈고, 2차에 걸친 타

당화를 실시하였다.

2차 타당화는 1차 타당화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초기 설계원리와 수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적 타

http://scholar.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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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에 참여한 전문가의 정보는 아래<표Ⅲ-2>와 같다.

<표Ⅲ-2>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정보

전문가 지위 경력 최종학력 1차 2차

A 조교수 15년
박사

(교육공학)
√ √

B 연구교수 14년
박사

(교육공학)
√ √

C 연구원 8년
박사

(교육공학)
√ √

D 연구원 8년
박사

(교육공학)
√ √

E 연구원 6년
박사

(교육공학)
√ √



- 37 -

2) 연구도구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에 사용된 도구는 타당화 검사지, 면담지,

온라인 학습환경 프로토타입이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는 연구의

소개와 전반적인 초기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에 관한 타당화 문항과 온라

인 학습 단계별 원리와 세부지침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1]. 전

반적인 설계원리의 타당화 문항은 나일주, 정현미(2001)와 성은모(2009)

가 사용한 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설계원리의 전반적인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하였다. 면담

지는 설계원리의 강점, 단점, 개선점에 대해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아래 <표Ⅲ-3>은 전반적인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문항이

다.

<표Ⅲ-3> 전문가 타당화 검사 문항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는 수정된 설계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나 1

차와 달리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여 원리를 적용한 온라인 학습환경 프

로토타입을 설계하여 예시화면으로 제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지는 [부록2]에 제시되었다. 프로토타입은 HTML기반 온라인 프로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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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핑 웹 사이트인 오븐(OVEN)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도출한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을 구현되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실제로 구현될 수는 없

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문가가 설계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븐은 원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 화면 레이아웃 설계와 하이퍼링크를 통해 페이지

간 이동은 가능하지만, 게시판사용, 음악과 동영상 재생은 불가능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그림Ⅲ-1]은 프로토타입제작에 사용된 오븐(OVEN)사

이트 화면이다.

3) 자료 수집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설계원리

에 대한 타당화 문항과 세부원리에 대한 타당을 사용하여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 검사를 하였다. 전문가 타당화의 실행은 전문가에 따라

면대면으로 만나 설문지 작성과 면담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타당화 설

문의 응답을 받고 설계원리와 세부지침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면담하

는 경우 전문가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진행하였다.

[그림 Ⅲ-1] 프로토타입 설계도구 오븐(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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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먼저 수집된 타당화 검사 결과는 단계별·문항별 전문가의 응답을 코딩

하고 이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도

출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CVI, IRA의 값은 엑셀의 계산 기능을 사용하

였다. CVI 값은 각 설문 문항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비

율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누어 도출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된 타당도 문항은 전문가 평정 값이 3

점과 4점의 경우 긍정적 평가로 간주하여 1로, 1점과 2점은 부정적으로

간주하여 0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CVI는 .8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Grant & Davis, 1997; Lynn, 1986). IRA의 값은 여러 전문

가의 평가 신뢰도를 의미하며 평가자 간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의 수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 것이다. IRA 값이 0이면 평가자 간 의견이 완전

히 불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1은 평가자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IRA의 값이 0.80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면담 결과는 녹음자료의 전사와

서면 의견을 전반적인 설계원리의 개선사항과 개별 설계원리와 세부지침

의 개선사항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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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적 타당화

1) 연구 참여자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반응검사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A 대학

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어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졌다. 이

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경험한 다양한 학습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 소개와 연구 진행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작성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온라인

에서 동영상 형태로 제작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총 10

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8명 남성이 2명이며 직

업은 대학생과 교사이다. 연령대는 주로 20~29세가 9명이고 30~39세가 1

명이었다. 전공은 공학계열 2명, 인문계열 6명, 사범계열 2명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로 동영상 강의형 콘텐츠를 사용하였으며 주당 평균적으로

동영상을 활용해 1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 학습하는 경향과 3시간 이

상 6시간 미만 학습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과 면담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학습자 반응검사에 전 과정에 모두 참여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프로필은 다음 <표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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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학습자 반응검사 대상자 정보

2) 연구도구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관한 학습자 반응검사는 1

차와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는 1차에는 온라인 학습 프로토타

입, 학습자 반응 검사지, 면담지이다. 이 프로토타입은 새롭게 제작한 것

이 아니라 앞선 2차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 제작된 프로토타입에 2차 전

문가 타당화 결과가 반영된 학습자 반응검사를 위해 수정된 프로토타입

이다. 2차는 학습자 반응검사의 도구는 검사지와 면담지 그리고 1차 학

습자 반응검사에서 사용된 프로토타입에서 기술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별개의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이다. 아래는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에 관한 설명이다.

먼저 1차 학습자 반응검사를 위해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을 구현한 공동

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이는 내적 타당

화에서 제작된 전문가 타당화용 프로토타입을 수정한 것으로 별개의 프

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 가능한 설계원리 부분을 삭제하여 제작

하였다. 삭제된 프로토타입의 화면은 동영상 학습 콘텐츠, 구루미캠스터

디, 패들랫, 스카이프 및 음성통화, 구글 설문을 사용하는 화면이다. 2차

학생 성별 나이 직업 전공 평균

시간

경험 콘텐츠 유형

A 여 20~29

대

학

생

공학 1~3 동영상 강의형
B 여 20~29 공학 1~3 동영상 강의형
C 남 20~29 인문 1~3 동영상 강의형
D 여 20~29 인문 1~3 동영상 강의형
E 남 20~29 인문 3~6 동영상 강의형
F 여 20~29

교

사

사범 1~3 동영상 강의형
G 여 30~39 사범 1~3 동영상 강의형
H 여 20~29 인문 1~3 동영상 강의형
I 여 20~29 인문 1~3 동영상 강의형
J 여 20~29 인문 1~3 동영상 강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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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반응검사에 사용된 별개의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영상 학습 콘텐츠는 학습 자료로 “교육공학의 성격: 교육공학의

영역”이라는 제목의 약 11분 길이의 동영상 강좌 1개이다. 강의 주제는

교육공학의 성격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 있어 재생

시간이 짧고 학습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강의 한 개만 선택하였다. 동영

상의 시청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는 수행단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다. 구루미캠스터디

(https://gooroomee.com)는 각자의 컴퓨터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를 사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온라

인 독서실 웹 사이트다. 다음으로 패들랫(https://jn.padlet.com)은 여러

사용자가 포스트잇 형태로 다양한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협업 프로그램

이다. 스카이프는 화상과 음성통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다. 마지막으로

구글 설문은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https://www.google.com/intl/ko_kr/forms/about).

학습자 반응검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각 원리의 특징 및 구현의 한

계점을 고려하여 원리와 세부지침에 따른 연구도구가 다양하게 사용되었

다. 공통원리인 참여의 원리,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와 준비단계 공유의

원리에는 대부분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학습자 반응검사를 하였으나 수

행단계와 평가단계에 원리 대부분에 관한 반응검사는 별개의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가 사용되었다. 수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의 원리 세부지침, 협력

학습의 원리의 세부지침은 2차 학습자 반응검사에서 별개의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가 사용되었다. 모니터링의 원리에서 강의를 함께 보는 것은

프로토타입을 사용했으나 개별학습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독서실은 구

루미캠스터디를 사용하였다. 협력 학습의 원리 세부지침들은 ‘문제만들

기’는 구글 설문으로 ‘질문하고 답하기’는 패들랫, 짝 학습에서 ‘설명하기’

는 스카이프를 사용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평가결과 비교 평가하는 세

부지침은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였으나 학습과정 평가도구의 예시인 짝 학

습에서 설명하기는 스카이프와 음성통화로, 평가를 통한 스캐폴딩 세부

지침은 구글설문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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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차와 2차에 걸친 학습자 반응검사에 사용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관한 설문지와 면담지가 있다. 먼저 설문은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전체 만족도 4문항과 설계원리 6개와 세부

지침 19개에 관한 14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 문항

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계원리 전반에 관한 학습자의 반응

을 검사하기 위해 학습환경의 학습의 유용성(1~2번 문항), 편리성(3번 문

항), 매력성(4번 문항)을 확인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온라인 학

습 단계별로 준비단계에서 적용한 원리에 대한 문항 3개, 수행단계 7개,

평가단계 4개로 총 1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면담은 총 7문항으로 반

구조화된 형태로 온라인 학습 사전 경험에 관한 질문 2문항, 스터디그룹

에 관한 3문항, 본 온라인 학습에 관한 2문항으로 학습환경의 장점, 약

점, 개선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세부질문을

추가하였다. 사용된 검사지와 면담지는 [부록2]에 제시하였으며, 아래

<표Ⅲ-5>은 학습자 반응 설문지를 요약한 것이다.

<표Ⅲ-5> 학습자 반응 설문과 면담지 구성

형태 측정내용 문항수

선택형

공동조절 기반 설계원리의 전반적 만족도 4

온라인 학습의 준비단계의 설계원리 만족도 3

온라인 학습의 수행단계의 설계원리 만족도 7

온라인 학습의 평가단계의 설계원리 만족도 4

개방형
사전경험, 스터디그룹, 온라인 학습환경의 강점,

약점, 개선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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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공동조절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의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에 대한 학습자

반응검사는 10월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3주간 2차례에 걸쳐 실시되

었다. 먼저 1차는 학습자와 연구자가 일대일로 만나 온라인 학습환경 프

로토타입을 사용하여 실제 구현하지 못하는 학습환경에 적용된 설계원리

에 대해 학습자 반응검사를 하였다. 검사를 위해 학습자가 프로토타입이

설계된 웹 사이트에 직접 온라인 학습환경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토타입의 화면 구성을 출력하여 보조자료로 사

용하거나 연구자가 추가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1차 학습자 반응검사는

학습자가 충분히 프로토타입을 사용한 후에 실시되었고 설문과 면담이

바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 학습자 반응검사는 개별적으로 실제 학습

활동을 한 후에 시행되었다. 1차 학습자 반응검사를 한 후 2차 학습자

반응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활동에 사용될 연구 도구인 동영상 강좌,

구루미캠스터디, 패들랫, 스카이프, 구글 설문의 사용법에 대해 사전교육

을 하고, 2차 학습자 반응검사를 위한 문제 만들기, 질문하기, 설명하기

와 평가하기, 문제풀기, 온라인 독서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

였다. 먼저, 학습자에게 미리 11분가량의 “교육공학의 성격: 교육공학의

영역” 동영상 강좌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내용에 관한 True와

False를 선택하는 문제 1개를 출제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하고 학습내용에

관한 질문도 작성하여 패들랫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두로 학습한

내용을 말해보는 설명하기와 이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또한, 출제한 문제를 바탕으로 구글 설문을 활용해 평가가 이루어짐도

설명하였다. 2차 학습자 반응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동영상 콘텐츠는 Youtube 주소를 안내하여 참여자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출제한 문제는 이메일과 메신저

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제를 만들고 풀기는 실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구현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문제를 모아 학습자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구글 설문을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Ⅲ-2]는 학습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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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 풀기를 실시한 구글 설문이다.

[그림 Ⅲ-2] 구글 설문을 활용한 문제 만들고 평가하기

또 학습자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학습 중 궁

금한 점을 바로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학습자가 답변하거나 스스로 답변

을 할 수 있다. 질문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패들랫에 바

로 게시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 Ⅲ-3]은 학습자 반응검사에 사용된

패들랫 사이트의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3] 패들랫을 사용하여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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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는 짝 학습을 통해 다른 학습자에 학습내용을 설명하고 각자

의 설명의 마친 후에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잘함”, “잘함”, “보통”

의 세 단계로 평가를 하였다. 짝 학습을 위해 연구자는 학습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2명씩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짝 학습 일정을 조정하여 학습

자 간 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짝 학습의 도구는 스카이

프로 제시하였으나 설명하기를 진행하는 도중 많은 참여자가 스카이프의

음성 품질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음성통화를 하도

록 하였다. 다음으로 설명하기 활동 후 바로 연구자에게 상대 학습자의

설명하기를 평가결과를 문자로 보내도록 하였다. 설명하고 평가하기 학

습활동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 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

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연구에서 연구자 학습활동 전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구루미캠

스터디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독서실은 3분 정도 사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보도록 하였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마치고 학습자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음성통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서면으로 2차 학습자 반응검사를

하였다. 2차 학습자 반응평가는 1차에서 실시하지 못한 원리에 대한 설

문과 원리의 장점, 단점, 개선점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외적 타당화인 학습자 반응검사는 자료 수집 후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인 선택형 설문 문항은 기술 통

계 분석하였다.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에 대한 선택형 설문 문항의 학습자

응답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의 범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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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

는 것이다. 설계원리는 크게 네 단계에 걸쳐 개발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초기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둘째, 초기 설

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여 설계원리를 수정 및 보완하였

다. 셋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원리에 대한 반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최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구단계에 다른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초기 설계원리 도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초기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모형

(McCaslin, 2009), 공동조절 활동(Kaplan, 2014; Zheng & Huang, 2016;

Zheng & Yu, 2016), 공동조절 전략(김정연, 2016; 임규연, 2018; Kaplan

et al., 2017; Malmberge et al., 2017)을 기반하여 도출하였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1차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 학

습의 단계를 나누었다. 온라인 학습 단계는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조절학

습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인 준비단계, 수행단계, 평

가단계를 적용하여 3단계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조절 활동은 선행

문헌 검토에서 도출한 목표설정, 계획수립, 수행, 모니터링, 평가 활동으

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단계와 공동조절 활동의 관계를 2차원 매트릭스로 나타내었

다. 2차원 매트릭스의 행은 온라인 학습 단계인 준비단계, 수행단계, 평

가단계를 매트릭스의 열에는 공동조절 활동인 목표설정, 계획수립. 수행,

모니터링, 평가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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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환경을 기준으로 삼아 학습 단계를 준비단계, 수행단계, 평가단계

로 나누었다. 준비단계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단계이며 수행단

계는 학습 콘텐츠 시청과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평

가단계는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아래 <표Ⅳ-1>는 온라인 학습

단계와 공동조절 활동의 행과 열을 맵핑한 온라인 학습 단계와 공동조절

활동의 매트릭스이다.

<표Ⅳ-1> 온라인 학습단계와 공동조절 활동 매트릭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서 설계원리를 도출하는 중 모든 단계에서 공통

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온라인 학습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설계

원리와 단계별 설계원리로 구분하였다. 공통 설계원리에는 참여와 기회

의 원리,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 협력 학습의 원리이며, 온라인 학습단

계별로는 준비단계에서 공유의 원리, 수행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 평가단계에서는 원리가 도출되었다. 또한, 공통의 원리에서는 10개

의 세부지침이, 온라인 학습 단계별로는 11개로 총 21개의 세부지침도

도출되었다. 아래 <표Ⅳ2>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의 초기 설

계원리와 세부지침이다.

온라인 학습 단계

공동조절 활동

준비단계 수행단계 평가단계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수행 √
모니터링과 통제 √
평가 √



- 49 -

<표Ⅳ-2> 초기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

구분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

공 통

원리

1. 참여(Participation)와 기회(Opportunity) 원리

:학습자가 다양한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DiDonato, 2013; Kaplan, 2014; Lee,

2014; McCaslin, 2009;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Kaplan, 2013;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2. 계획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3. 모니터링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2.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리

:공동조절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

을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김누리,

유지현, 김효원, 2017; DiDonato, 2013; Hadwin et al., 2005;

Kaplan, 2014; McCaslin, 2009; McCaslin & Hickey, 2011;

Zheng & Huang, 2016; Wertsch & Stone, 1985)
2.1. 온라인 학습 중 소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Kaplan, 2009, 2014)

2.2.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McCaslin & Hickey, 2011)

2.3. 목표설정, 계획수립, 모니터링, 평가인 공동조절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의 도구를 제공하라(Kaplan, 2014,

McCaslin, 2009: Wertsch & Stone, 1985)

3. 협력 학습의 원리(Collaborative learning)

:협력적 과제를 통해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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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조영환 등, 2017; Dillenbourge, 1999; Kaplan, 2014;

Volet et al., 2009; Zheng & Yu, 2016)

3.1 온라인 학습에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과제를 제시하라(DiDonato, 2013; Zheng & Yu,

2016)

3.2 협력적 과제를 제시하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라(Malmberge et al., 2017; Zheng & Haung, 2016)

3.3 협력적 과제를 통해서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이현경, 2017; Vygotsky, 1978)

준비

단계

4. 공유의 원리(Sharing Principle):다른 학습자와의 공유를

통해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DiDonato, 2013; Hadwin, 2005; Lee & Yang, 2014; Ku,

Tseng, & Akarasriworn, 2013; Zheng & Yu, 2016;

Roschelle & Teasley, 1995)
4.1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라(Ku, et al., 2013; Malmberg et

al., 2017)

4.2. 계획을 공유할 도록 하라(Ku, et al., 2013; Malmberg et

al., 2017)

4.3 학습 전략과 학습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라(Kaplan, 2014;

Ku, et al., 2013; Roschelle & Teasley, 1995)

4.4.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라(Malmberg

et al., 2017)

4.5. 학습에 필요한 문서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

(Malmberg et al., 2017)

수행

단계

5.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Monitoring & Controlling

Principle)

: 다른 학습자의 전체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라(김누

리, 유지현, 김효원, 2017; DiDonato, 2013; Lajoie & Lu,

2012; Lee & Yang, 2014; Zheng & Huang, 2016; Zheng

& Yu, 2016)
5.1. 학습자들 사이에서 목표와 수행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의 활동을 모니터링과 통제하라(Zheng & Hu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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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 & Yu, 2016)

5.2. 감성적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점검하라(박태정,

2015; Zheng & Huang, 2016)

5.3.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를

하라(Zheng & Huang, 2016)

평가

단계

6. 평가의 원리(Evaluation Principle)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와 학습활동 과정을 평가하도록 하

라(김누리, 유지현, 김효원, 2017; DiDonato, 2013; Kaplan,

2013; Lee & Yang, 2014; Zheng, Huang, 2016; Zheng &

Yu, 2016)
6.1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라(Kaplan, 2013; Zheng

& Huang, 2016)

6.2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시하라

(Kaplan, 2013)

6.3 평가를 통해서 성찰과 스캐폴딩 할 수 있도록 하라

(Kaplan, 2013; Zheng & Huang, 2016; Vygotsk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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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내적 타당화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기 설계원리를 도출한 후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전문가의 수정사항과 의견을 종합하여 초기 설계원리

를 수정하였다. 이후 수정된 설계원리에 대해 2차 전문가 타당화가 이루

어졌고 학습자 반응검사를 위한 설계원리가 도출되었다.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서 개발된 초기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화 검사를 하였다.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공동

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의 초기 설계원리 전반에 관한 1차 전문가 타

당화 결과는 <표Ⅳ-3>과 같다.

<표Ⅳ-3> 초기 설계원리 전반에 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전문가들은 설계원리 전반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해 평균적으로 2.8점에서 3.2점의 평가를 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본 설

계원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설명력과 이해도의 평균이 각 2.8점, CVI 값이 .6인 점과 IRA 값 역

시 .8 미만으로 설계원리에 사용된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할 필요가 있었다.

문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E

타당도 4 3 3 4 2 3.2 .75 .8

.6

설명력 4 3 2 3 2 2.8 .75 .6

유용성 4 3 3 3 3 3.2 .4 1

보편성 3 3 3 3 3 3.0 0 1

이해도 4 3 2 3 2 2.8 .7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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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C와 E는 설명도와 이해도에 각 2점(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

면서 설명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원리 수정을 제안하였다. 전문

가 C와 E는 초기 설계원리에 사용된 언어적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으로 세부적인 수정을 제안하였다. 먼저 참여와 기회의 원리에서 참여와

기회는 결국 같은 의미이므로 참여의 원리로 간결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에서 통제라는 표현이 강

압적인 어감이 있어 원리에 대한 재진술 또는 모니터링으로 줄이거나 관

리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또한, 협력 학습의 원

리는 학습활동을 주로 하는 단계이므로 공통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전체 설계원리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설계원

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설계원리를 온라인 학

습환경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구현방식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기타의견으로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

경 설계원리가 다양한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원리들을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환경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기 했으나 동영상 기반 온라

인 학습이 기업교육에서 사용된다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황과 공

동 과제가 부여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오프라인 학습환경의 공동조절과 온

라인 학습환경의 공동조절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를 지적하였

다. 다시 말해 공동조절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환경만의 차별성이 드

러날 수 있는 원리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부지침에 대한 전문화 타당화 검사 결과는 <표Ⅳ-4>와 같다. 각 세

부지침에 대한 평균은 2.3점에서 3.8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CVI 값이 .8

미만인 문항 6개를 제외하고 모두 .8 이상으로 확인되어 재검토가 필요

한 6문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세부지침에 대한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RA 값은 .5 으로 전문가 간의 응답에 대한 일치도가 낮다. 따라

서 세부지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평균을 근거로 했을 때 협력

학습의 원리 중 2개의 세부지침은 수정 필요하다. 세부지침 3.2의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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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평균 2.3점으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협상이 학습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지침 3.3점도 스

캐폴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지 않으며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Ⅳ-4> 초기 설계원리의 세부지침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설계원리 세부지침 평균 SD CVI IRA

1.

참여와

기회 원리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

경을 제공하라
3.3 .84 .8

.5

1.2 계획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

경을 제공하라
3.3 .84 .8

1.3 모니터링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

경을 제공하라
3.3 .84 .8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학습환경을

제공하라
3.3 .84 .8

2.

상호작용

과 관계의

원리

2.1 온라인 학습 중 소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3.3 .89 .8

2.2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하라
3.8 .89 1

2.3 목표설정, 계획, 모니터링, 평가와 같은 공

동조절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의 도구를 제공하

라

3.5 .45 1

3.

협력학습

의 원리

3.1 온라인 학습에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과제를 제시하라
3 1.1 .6

3.2 협력적 과제를 제시하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3 .89 .4

3.3 협력적 과제를 통해서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5 .89 .4

4.

공유의

원리

4.1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라 3.8 .55 1

4.2 계획을 공유하도록 하라 3.8 .55 1

4.3 학습 전략과 학습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라 3.8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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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에 관한 1차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은 세

부지침의 표현과 용어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표

현과 용어의 문제는 첫째, 상호작용과 관계의 세부지침에서 2.1에서 소외

감은 학습과 관련하여 그 의미의 관련성이 떨어짐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 세부지침 5.1에서 통

제라는 표현이 강압적인 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내용상의 문제에는 먼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 세부지침 2.2는

질문과 토론은 구체적인 학습활동임으로 공통원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

적하며 공통원리로써 단계별로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부지

침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유의 원리 세부지침은 준비단계임

에도 불구하고 학습단계별 세부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수정의 필요를

지적하였다. 셋째,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에서 감성적 피드백과 다른 학

습자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를 확인

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협력학습의 세부지침에는 구체적인 협력학습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원리 세부지

침에서 평가를 통해 성찰과 스캐폴딩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과 평가의

4.4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라 3.8 .55 1

4.5 학습에 필요한 문서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
3.8 .55 1

5.

모니터링

과 통제의

원리

5.1 학습자들 사이에서 목표와 수행을 비교하면

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모니터링과 통제하라
3.3 1 .6

5.2 감성적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점검

하라
3.5 .89 .8

5.3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모니

터링과 통제를 하라
3 1.1 .4

6. 평가의

원리

6.1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라 3.3 .84 .8

6.2 학습과정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시하라
3 1 .6.

6.3 평가를 통해서 성찰과 스캐폴딩을 할 수 있

도록 하라
3.5 .8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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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타의견에는 구체적인 세

부지침에서 지나친 구어체 사용자제와 문장의 완결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공동조절 활동에 해당하는 표현은 따옴표를 사용

하여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지침을 서술하도록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초기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

여 <표Ⅳ-5>에 정리하고 이를 참고하여 초기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을

수정하였다.

<표Ⅳ-5>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구분 전문가 의견 수정사항

표현

표현 용어의 중복 ·세부지침에서 중복 어휘 삭제

구어체와

반복적인 표현

·구어체를 삭제하고 일반성이 있는 표현으로

재진술
일관성 없는

표현과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장

·세부지침을 일관성 있는 표현과 완결된 문장

으로 재서술

부정적인 표현
·소외감과 통제와 같은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삭제
공동조절 활동

구분
·공동조절 활동을 큰따옴표로 표시

내용

구체적인 예시와

자세한 설명 부족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된 예시와 구현될 도구

와 기능에 대한 추가 설명
다양한 온라인

학습환경 고려

·다양한 온라인 학습환경에 적용 가능성 확인

과 설계원리의 한계 확인
협력학습 원리의

공통원리 해당

여부

·협력학습의 원리를 수행단계로 이동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성이

있는 협력적 과제 추가
원리와

세부지침의

관련성

·원리별 세부지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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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의 표현과 용어의 문제는 첫째, 참여와 기회

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중복되어 참여의 원리로 줄여 표현하였다. 둘

째,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와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에서 소외감과 통

제와 같은 부정적인 어휘는 소외감은 고립감으로 통제는 삭제하였다. 셋

째, 세부지침의 표현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문장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침 중 공동조절 활동에 해당하는 표현은 큰따

옴표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지침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원리의 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각 설계원리

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도구를 제시하였다. 생소한 도구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설명을 추가하였다. 둘째, 오프라인 학습환경과의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동

영상 콘텐츠를 활용함을 연구의 제한점을 두었다. 셋째, 협력 학습의 원

리를 공통원리에서 온라인 학습 단계 중 수행단계의 원리로 이동하였다.

이는 협력적 과제는 동영상 콘텐츠를 사용하여 학습한 후 할 수 있는 학

습활동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통원리 중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는 기존

의 세부지침을 전면 수정하여 2.2의 질문과 토론은 구체적인 학습활동임

으로 공통원리에서 삭제하였으며 공통원리로써 단계별로 상호작용과 관

계를 맺을 수 있는 세부지침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목표설정, 계획수립,

모니터링, 평가에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며, 질문하기를 통한 상호작용 지

침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공유의 원리는 공동조절 활동별로 세부지침을

나열한 것을 삭제하고 준비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목표설정”과 “계획수

립”의 세부지침과 자원공유의 지침은 남겨두었다. 여섯째, 공통의 원리에

서 수행단계로 이동한 협력 학습의 원리 세부지침에는 ‘문제만들기’, ‘질

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실

용성이 있는 협력적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원리에서는 목표달

성 여부를 평가하는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학습자 간 비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세부지침 중 평가를 통

해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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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지적한 원리와 세부지침에 대한 예시를

덧붙였다. 먼저 공통의 원리 참여의 원리에는 “목표설정” 활동을 위해서

는 주별 학습목표를 게시판과 전광판에 게시하는 것, “계획수립”에는 학

습계획을 스케줄러에 표시하는 것, “모니터링”에는 강의 함께 듣기와 온

라인 독서실 활용하는 것, “평가”에는 동영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

고 평가하기, 출제한 문제를 교환하여 풀고 평가하기를 추가하였다.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에서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 감성적 피

드백과 주기와 스터디그룹의 목표, 계획, 규칙을 정하는 것, “모니터링”

활동에는 출석인사와 스터디장의 참여와 독려하는 것,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라는 지침에는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것, 질문하기는 강의를 시청

하며 바로 질문하는 것, “평가”는 형성평가문제를 만들고 교환하여 푸는

것을 추가하였다.

공유의 원리에서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동을 스터디그룹에서 공유하기와 학습자료실을 추가하였다. 모니터링

의 원리에는 모니터링을 하도록 동영상 강의의 동시 시청모드와 온라인

독서실을 제시하였다. 협력 학습의 원리에는 ‘문제만들기’, ‘강의 중 질문

하고 답하기’, ‘구두로 요약하고 설명하기’를 추가하였다. 평가의 원리에

서는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예시로 스터디 그룹 내 학생 간 참여

도와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학습과정은 ‘설명하기’ 활동을 통해 평가하며

평가를 통한 스캐폴딩의 예는 문제은행의 문제풀이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를 반영한 수정된 설계원리는

<표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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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설계원리

단계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 예시

공통원리

1. 참여(Participation)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닝 환경을 설계하라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주별 학습목표를 게시판과 전광판에

게시

-전광판: 모든 스터디원의 주별 학습목

표가 전광판으로 나타나고 게시판에 게

시

1.2.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학습계획을 달력에 표시:스케줄러

기능

-스케줄러: 모든 스터디원의 주별 학습

계획이 달력의 스케줄러 표시

1.3.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스터디그룹에서 ‘강의 같이 듣기’ 기

능을 활용하기, 한 주 강의를 복습할 시

온라인 독서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서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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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동영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

기’를 통해 서로의 학습을 평가, 학습자

가 출제한 문제들을 바꿔 풀고 평가

2.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리

공동조절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2.1.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관

계를 맺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예: 다른 학습자의 학습목표와 학습계획

에 대해서 댓글로 감성적 피드백, 스터

디그룹의 목표, 계획, 규칙을 함께 설정

2.2. “모니터링”활동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예: 출석인사, 스터디장의 참여도 독려

2.3.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 중 고립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예: 스터디그룹 만들기

2.4. 강의 시청 중 ‘질문하기’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예: 강의를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기

2.5. ‘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예: 형성평가문제를 만들고 교환 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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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

비

단

계

3. 공유(Sharing)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3.1 학습자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동을 공유하는 온라

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예: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을 스터디그

룹에서 공유

3.2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 예: 학습자료실

수

행

단

계

4. 모니터링(Monitoring)원리

학습자 간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4.1. 학습자 간의 강의 시청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라
예: 동영상 강의의 동시 시청모드

4.2. 개별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

공하라
예: 온라인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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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 학습의 원리(Collaborative learning)

협력적 과제를 제공하여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5.1 협력적 과제인 ‘문제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예: 문제만들기

5.2 협력적 과제인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예: 강의 중 질문하고 답하기

5.3 협력적 과제인 “설명하기”를 통해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예:구두로 요약하기와 설명하기

평

가

단

계

6. 평가의 원리

학습자 간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6.1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

예: 스터디 그룹 내 학생 간 참여도

와 평가결과 공개

6.2 학습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시하라 예: ‘설명하기’ 활동을 평가

6.3 ‘평가’를 통해서 스캐폴딩 할 수 있도록 하라. 예: 문제은행의 문제풀이 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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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공통 설계원리와 온

라인 학습 단계별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에 대해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를 하였다. 1차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가 2차 타당화 참여에 동의한 경

우 모두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에 참여하였다. 2차 타당화 검사는 1차

와는 달리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의 구체적인 예를 온라인 학습환경 프로

토타입으로 제작하여 검사지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Ⅳ-7>는 2차 전문

가 타당화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이다.

<표Ⅳ-7> 수정된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전문가들은 수정된 설계원리 전반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해 평균 3.8점에서 4.0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설계

원리의 내용 타당성을 나타내는 CVI 값이 모든 문항에서 1.0으로 나타

났고, IRA 값도 0.8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도 점수가 대다수 전문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

은 것은 설계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세부지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는 아래 <표Ⅳ-8>과 같다. 각 세부지침의 평균

은 3.25점과 4.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

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CVI 값은 0.8점부터 1.0점으로 확인되어 세

부지침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IRA 값도 0.9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응

문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E

타당도 4 4 4 4 4 4 0

1 0.8

설명력 4 4 3 4 4 3.8 .45

유용성 4 4 4 4 4 4 0

보편성 4 4 3 4 4 3.8 .45

이해도 3 4 3 3 4 3.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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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지침이 계획수

립은 3.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나타냈는데 이는 목표 수립과

계획수립의 유사함 때문으로 보인다.

<표Ⅳ-8> 수정된 세부지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원리 세부지침 평균 SD CVI IRA

1.

참여의

원리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3.75 .45 1

.9

1.2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3.25 .89 .8

1.3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3.5 .55 1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라
3.75 .45 1

2.

상호작용

과

관계의

원리

2.1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동에서 다

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3.75 .45 1

2.2 “모니터링” 활동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3.75 .45 1

2.3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 중 고립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3.75 .45 1

2.4. 강의 시청 중 ‘질문하기’를 통해서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3.75 .45 1

2.5. “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

용할 수 있도록 하라
3.5 .55 1

3.

공유의

원리

3.1 학습자 간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

동을 공유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

라.

3.75 .45 1

3.2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

라.
4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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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에 대한 2차 전문화 타당화 검사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공

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로 적절해 보이나 원리를 구현한

도구나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스터디그룹의 구성과 스터디그룹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

요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초기 설계원리보다는 이해하기 쉬웠다는 지만

세부지침 1.2의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

라의 예시에서 학습계획을 스케줄러에 표시하는 것이 공동조절을 위한

계획수립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에 중복되는 예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6.3 평가를 통해 스캐폴딩을 할 수 있도록 하

라’라는 세부지침에 대해 평가를 통해 스캐폴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4.

모니터링

의 원리

4.1. 학습자 간의 강의 시청 활동을 “모니

터링”할 수 있도록 하라.
3.5 .55 1

4.2. 개별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

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3.5 .55 1

5. 협력

학습의

원리

5.1 협력적 과제인 ‘문제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라.

3.5 .55 1

5.2 협력적 과제인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

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3.75 .45 1

5.3 협력적 과제인 ‘설명하기’를 통해 스캐

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3.5 .55 1

6.

평가의

원리

6.1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간 비교 평가할 수 있도

록 하라

3.25 .55 1

6.2 학습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도

구를 제시하라
3.25 .5 1

6.3 “평가”’를 통해서 스캐폴딩 할 수 있도

록 하라
3.25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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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다섯째, 세

부지침에 제시된 예가 여러 원리와 중복됨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가 필요

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의 원리에서 세부지침 2.5에서 평가

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세부지침의 예시인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어 교

환하고 평가하기는 상호작용 원리와 평가원리에 둘 다에 포함될 수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원리에 동시에 포함됨으로 세부지침의 수정과 보완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리하면 공통원리와 단계별 원리에 예시가 중복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정된 설계원리 및 세부지

침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수정사항은 <표Ⅳ-9>와

같다.

<표Ⅳ-9> 2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구분 전문가 의견 수정사항

내용

원리를 구현한 도구나 기

능들이 실제로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함을 설명

스터디그룹의 구성과 스

터디그룹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추후 연구의 필요

온라인 학습 단계별

중복이 되는 원리의 예시

·예시를 참고하여 두 원리에 동시

에 예시 포함하거나 한 가지 원리

에만 표시

평가를 통해 스캐폴딩의

가능성 확인

·평가를 통해 내용 스캐폴딩과 인

지와 초인지구조 대한 스캐폴딩이

가능함을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하

여 추가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서 상호작용

부재

·“목표설정”과“계획수립”이 스터디

구성원이 함께 실시함을 명시하고

예시 수정

세부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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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타당화 검사의 면담에서는 대부분 예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먼

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구현한 도구나 기능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

작할 때 다른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운용성을 갖추면 가능함

을 설명하였다. 먼저 참여의 원리에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의 활동의

예시인 전광판 기능은 HTML에서 쉽게 구현 가능하며 스케줄러는 구글

과 같은 공유 캘린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강의 같이

듣기와 온라인 독서실은 구루미캠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

용과 관계의 원리에서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기는 게시판이나

패들랫을 연동하여 구현할 수 있다. 또,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설명하기를

통한 스캐폴딩을 하는 과정은 스카이프와 같은 화상통화 프로그램과 연

동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활동들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스터디그룹의 운영에 대한 설명은 체계

적인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평가를 통해 스캐폴딩이 가능한가는 라는 세부지침에 대해서 공동조절에

서 스캐폴딩은 Hadwin과 Oshige(2011)가 언급한 것과 같이 인지와 초인

지 과정에 관한 스캐폴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원리 세부지침

6.3에 스캐폴딩을 인지와 초인지 과정에 관한 스캐폴딩으로 구체화하였

다. 넷째, 세부지침의 예 중 설계원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시를 전면 수

정하였다. 참여의 원리에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활동을 하면서 공

동조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예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인지 설명되지 않고 단순히 게시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

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채팅방을 개설하여 스터디그룹의 목표설정

과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위해 평가를 위한 형성평가문제 만들

기와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기능을 예시로 추가하였

다.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에서 2.1의 스터디그룹 목표, 계획, 규칙을 정

하는 활동은 참여의 원리와 중복되고 목표와 계획에 관한 응원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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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는 감성적 피드백은 목표설정과 계획수립과 무관하여 삭제하였다

따라서 기존 예시를 없애고 채팅방에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함께 정

하기로 변경하였다. 2.2 모니터링에서 출석하기는 온라인 독서실에서 출

석인사를 통한 감성적 피드백 교환하며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도록 수정

하였으며 스터디장의 격려를 삭제하고 강의를 들으며 질문하는 채팅 기

능을 추가하였다.

준비단계의 공유의 원리에서는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환경을 위해

함께 작성한 목표와 계획을 전광판과 스케줄러에 게시형 공유하는 것으

로 변경하였다. 협력 학습의 원리 세부지침 5.1의 문제는 형성평가 문제

로 구체화하고 5.2는 질문을 구체화하여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로

구체화하였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여러 개의 답이 나오

게 된다. 이때 답변에 대한 의미협상을 통해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

다. 평가의 원리는 짝 학습을 통해 ‘설명하기’와 평가가 이루어짐을 구체

화하였고 앞서 스캐폴딩이 인지와 초인지의 스캐폴딩이므로 형성평가 문

제은행의 문제풀이 결과 피드백이 정답과 해설을 통해 이루어짐을 제시

하였다. 위의 타당화 의견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설계원리와 세

부지침은 <표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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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설계원리

단계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 예시(도구 및 기능)

공통원리

1. 참여(Participation)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닝 환경을 설계하라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주별 스터디그룹의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채팅방 개설(채팅

방)

1.2.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스터디 그룹 전체 학습 계획과

주별 학습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채

팅방 개설(채팅방)

1.3.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스터디그룹에서 ‘강의 같이 듣

기’ 기능을 활용하기, 한 주 강의를

복습할 시 온라인 독서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서로 모니터링(구루

미캠스터디)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콘텐츠를 학습한 후 형성평가

문제 만들기와 다른 사람이 만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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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풀 수 있는 기능(문제만들기

기능)

2.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리

공동조절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2.1.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예: 채팅방에서 스터디그룹의 목표

와 계획을 함께 정하기(채팅방)

2.2. “모니터링”활동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예: 강의 함께 들으며 스터디원에

게 질문할 수 있는 채팅 기능, 온라

인 독서실에서 출석인사를 통한 감

성적 피드백 교환(채팅방, 댓글)

2.3.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 중 고립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예: 스터디그룹 만들기(게시판)

2.4. 강의 시청 중 ‘질문하기’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라.

예: 강의를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

을 바로 질문 게시판에 게시

2.5. “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예: 형성평가문제를 만들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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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들기 기능)

준

비

단

계

3. 공유(Sharing)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3.1 학습자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동을 공유하는 이

러닝 환경을 설계하라.

예: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을 전광판

과 스케줄러에 게시하여 공유)

-전광판: 모든 구성원이 목표를

볼 수 있는 광고판 기능

-스케줄러: 모든 스터디원의 학습

계획이 스케줄러 표시

(공유캘린더 활용)

3.2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 예: 학습자료실(게시판)

수

행

단

계

4. 모니터링(Monitoring)원리

학습자 간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4.1. 학습자 간의 강의 시청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하라
예: 동영상 강의의 동시 시청모드

4.2. 개별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예: 온라인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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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 학습의 원리(Collaborative learning)

협력적 과제를 제공하여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5.1 협력적 과제인 ‘문제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예: 형성평가 문제 만들기

5.2 협력적 과제인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예: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하

기

5.3 협력적 과제인 “설명하기”를 통해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예: 학습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다

른 사람에게 구두로 설명하기

평

가

단

계

6. 평가의 원리

학습자 간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6.1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

예: 스터디 그룹 내 학생 간 참여

도와 평가결과 공개

6.2 학습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시하라 예: 짝 학습‘설명하기’ 활동을 평가

6.3 “평가”를 통해서 인지와 초인지 과정에 관한 스캐폴딩

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예: 형성평가 문제은행의 평가결과

피드백: 정답 해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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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는 전문가 타당화 검사를 통해 도출된 수정된 설계원리를

사용하여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이루어

졌다.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검사와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에

관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설계원

리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전반적인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 반응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적용한 온라인 학습환경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 반응검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은 18개의 선택형 설문 문항과 개방형 심층 문항 7개로 구성되었다.

설계원리 전반에 관한 학습자의 반응을 검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학습

환경의 학습의 유용성(1~2번 문항), 편리성(3번 문항), 매력성(4번 문항)

을 확인하기 위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표Ⅳ-11>은 학습

자 반응검사 결과이다.

<표Ⅳ-11> 본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결과

문항 평균 SD
본 온라인 학습환경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3.6 .52

본 온라인 학습환경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
3.4 .70

본 온라인 학습환경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도움

이 된다.
3.4 .52

본 온라인 학습환경의 상호작용 환경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

용해볼 의사가 있다.
3.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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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한 선택형 문항의 응답은 평균은 3.4점

에서 3.6점까지 분포되어있다. 따라서 본 공동조절을 기반 온라인 학습환

경 설계원리는 온라인 학습에 유용함과 편리함을 나타낸다. 본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

다. <표Ⅳ-12>는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

다.

<표Ⅳ-12> 온라인 학습환경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심층 면담의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온라인 학습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온라인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것, 온라인 독서실에서 함께 자기주도학습하기, 강의 시청을 함께

하기, 강의 시청 중 바로 질문하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음은 본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전반에 관한 장점에 대한 심층 면

담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MOOC나 스누온 같은 곳에는 학습자끼리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데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학습

범주 학습자 반응

강점

스터디그룹을 통해 상호작용 가능

온라인 독서실 기능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가능

강의 시청 중 질문하기를 통한 상호작용 가능
함께 강의를 듣는 기능을 통해 학습 모니터링 기능

다양한 학습활동 가능

약점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 확인

평가에 대한 부담감

학습과 무관한 활동

개선점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의 명확함 필요

감성적 피드백 방식의 구체화

스터디그룹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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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학습자 J)

“다른 사람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는 점이 온라인 학습에서 외로움을 덜 느끼
겠네요 동영상 강의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학습
자 A)
“강의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점이 특이했어요. 보통 온라인 
학습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는 건 생
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나눈 적
은 있는 것 같은데…….”(학습자 I)

하지만 단점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활동들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평가에 대한 부담과 학습활동이 많아 실제 학습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어

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온라인 독서실과 강의를 함께 듣는 기능이 기

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선점으로는 평가

와 스터디그룹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

음은 본 설계원리 전반에 관한 심층 면담의 결과로 약점, 개선점으로 언

급한 학습자의 면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명하기랑 문제만들기 이런 활동은 온라인 학습을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도 제때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뭐 어떤 이수를 통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면 가능은 하겠네요.”(학습자 B)

“학습자끼리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들 모르는 사람
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평가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이 못할 때 못한다고 말해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학
습자 C)



- 76 -

“학습과 무관할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석인사는 귀찮을 것 같고 
스케줄러나 전광판 기능이 신기하기 하네요. 하지만 실제 사용될지는 의문이 
들어요”(학습자 E)

“스터디그룹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다면 스터디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모
집이 어떤 사람들이 될지 스터디 규칙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터디가 계속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에요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고 스터디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스터디가 계속되기도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스터디장이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될듯요.”(학습
자 D)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의 기준을 
스터디 구성원끼리 정하거나 강의 시작 전에 이루어진다면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 평가를 하는 건 어려
울 것 같아요.”(학습자 F) 

이를 종합하면, 학습자는 전반적인 온라인 학습환경에 대체적으로 만

족감을 나타냈으나 설계원리를 적용한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수행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학습에 부담

이 될 수 있으며 스터디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평가에 대해 부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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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학습 단계별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 반응

온라인 학습 단계별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학

습단계별인 준비단계, 수행단계, 평가단계로 반응검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면담이 실시되었다.

1) 준비단계

아래 <표Ⅳ-13>은 온라인 학습 단계별 설계원리 중 준비단계에 대한

선택형 설문 문항의 학습자 반응검사 결과이다. 준비단계에서 적용된 원

리는 공유의 원리와 공통원리인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

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관한 학습자 반응검사를 하였다. 스터디그룹

을 만들거나 학습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것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이었으나 출석 인사를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다시 말해 준비단계에서 스터디 구성원 간의 감성적 교류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학습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은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표Ⅳ-13> 준비단계에 대한 학습자 반응

본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가 적용된 준비단계에 관한 개방형 문항

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를 요약하였다.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다음

문항 평균 SD

1. 동영상 중심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스터디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온라인 학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요?

3.1 .32

2.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스터디원 사이에 학습 스케쥴을 공유

하는 것이 학습 계획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

나요?

3.1 .32

3. 전광판 기능을 사용하여 스터디원 사이에 학습목표를 공유

하는 것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3.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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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 또는 개선 의

견도 제시되었다.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공부한 거를 인증하거나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요.”(학습자 B)

“학습목표나 계획을 공유하는 거는 좋은 거 같은데 사람마다 공부방식이 다르
고 속도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확인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I)

2) 수행단계

아래 <표Ⅳ-14>는 온라인 학습 단계별 설계원리 중 수행단계에 대한

선택형 설문 문항의 학습자 반응검사의 결과이다. 학습자는 강의를 함께

듣는 기능, 강의 중 질문하기, 온라인 독서실 기능, 문제만들기, 짝 학습

을 통한 설명하기는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Ⅳ-14> 수행단계에 대한 학습자 반응

문항 평균 SD

4.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동시에 강

의를 듣는 것이 강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

나요?

3.8 .42

5. 동영상 강좌를 다른 학습자들과 동시에 듣는 것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7 .48

6. 강의 시청 도중 질문하기(패들랫)와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3.2 .42

7. 동영상 강좌를 시청한 후 온라인 독서실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학습자와 함께 자습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시나요?

3.7 .48

8. 스터디원 간에 출석 인사를 하고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스터디원 사이의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시나요?

2.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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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온라인 학습환경의 수행단계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 대한 심층 면담

응답을 요약하였다.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긍정

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 또는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튜브에서 혼자 공부하는 장면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본 적 
있어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요새 유튜브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학습자 E)

“문제만들기나 짝 학습 같은 기능은 공부에 도움일 될 것 같아요. 다만 강제
성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근데 스터디그룹에서 서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다들 공부하려고 스터디그룹을 만들었으니까요.”(학습자 G)

“온라인 독서실 기능인 구루미스터디캠은 처음 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가 잘 안되는 건 혼자 있으면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집중이 안 
돼서 핸드폰 만지고 책상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시간이 다 가버리
고…. 근데 캠 같은걸로 너무 사생활침해가 없게 하면 될 것 같아요.”(학습자 
D)

“강의를 같이 듣는 기능은 실제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공부가 가능한
데 시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어차피 이런 강의는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
는 거니까요.”(학습자 H)

“출석인사를 하고 댓글을 달아서 인사하는 게 잘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는 
어려울 듯해요. 댓글 하나 단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학습자 B)

“패들랫이라는 거 처음 해봤는데 다양한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

9. 학습한 내용을 문제 만들기 기능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학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3 .48

10. 학습한 내용을 짝 학습에서 설명하기 기능을 통해 학습

하는 것이 학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3.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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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요. 근데 게시판에서 질문을 올리고 답하는 것도 편리할 것 같아요. 필요한 
거만 들어가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F)

“짝 학습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강의 듣고 요약한 걸 설명해보는 건 좋지만 
여러 사람과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는 스터디그룹에서 누구랑 할지 정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요 스터디장이 미리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J)

3) 평가단계

다음 <표Ⅳ-15>는 온라인 학습단계별 설계원리 중 평가단계에 대한

선택형 설문 문항의 학습자 반응검사의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수행단계

에서 이루어진 문제만들기와 짝 학습의 요약하기와 설명하기를 통해서

학습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나의 학습 진

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는 것에는 평균 2.9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Ⅳ-15> 평가단계에 대한 학습자 반응

본 온라인 학습환경의 평가단계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심층 면담 응답

내용의 학습자 반응을 요약하였다.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 또는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문항 평균 SD

11. 문제만들기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 문제를 풀고 학습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2 .42

12. 짝스터디의 설명하기 기능에서 설명하기가 학습한 내용

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8 .42

13. 나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는 참여도와 학습평가 결과 보

는 것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3.8 .42

14. 다른 학습자의 학습상태와 나의 학습 상태를 비교해 보

는 것이 나의 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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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별로일듯해요 사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랑 비교하
는 게 어느 정도 경쟁이 돼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는 
인터넷상이고 굳이 다른 사람이랑 경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학습자 I)

“같이 만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매기는 건 공부한 걸 확인하고 복습도 할 수 
있어 괜찮았어요. 다만 문제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학습자 D)

“문제를 푸는 건 쉬웠는데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제가 비슷
하게 많네요. 문제를 만드는 형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 같
아요”(학습자 B)

온라인 학습단계별 학습자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준비단계에서 스터

디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활동에 대해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위한 스터디그룹 활동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에 공유에 대해서는 개인별 학습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수행단계에서 학습자 면담

결과는 공동조절 활동인 문제만들기, 짝 학습, 온라인 독서실과 같은 활

동이 학습에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학습과 무

관한 출석 인사와 댓글은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평가단계에서는 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을 제시하였으나 문제의 질에 따른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학습자 간 비교 평가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습자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아래 <표Ⅳ-16>은 학습자 반응검사 결과

에 따라 최종 수정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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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6> 학습단계별 학습자 반응에 따른 수정사항

구분 학습자 반응 수정사항

온

라

인

학

습

단

계

준

비

단

계

·출석인사를 통한 감성교류 

가능성

·감성적 교류를 대신 목표설정, 계획

수립을 통한 공유활동 제시

수

행

단

계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진 협력

적 과제가 지나치게 많음

·협력적 과제의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재

·협력적 과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

·협력적 과제의 수행에 대한 구체적

인 도구와 설명 제시
평

가

단

계

다른 학습자와의 비교 평가의

불필요성 확인
다른 학습자와 비교 평가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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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설계원리 개발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설계원리를 도

출하였다. 다음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위한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

화 검사를 거쳐 초기 설계원리를 수정하였다. 이후 외적 타당화를 실시

한 후 학습자 반응검사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공동조절 기반 온

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아래 <표Ⅳ-17>과 같다.

<표Ⅳ-17> 최종설계원리

구

분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

공

통

1. 참여(Participation)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

닝 환경을 설계하라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1.2.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1.3.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2.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리

공동조절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

을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2.1.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2.2. “모니터링”활동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2.3.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 중 고립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2.4. 강의 시청 중 ‘질문하기’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라.
2.5. “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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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단

계

3. 공유(Sharing)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3.1 학습자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동을 공유하는 이러

닝 환경을 설계하라.
3.2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

수

행

단

계

4. 모니터링(Monitoring)원리

학습자 간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4.1. 학습자 간의 강의 시청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라
4.2. 개별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

공하라
5. 협력 학습의 원리(Collaborative learning)

협력적 과제를 제공하여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

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5.1 협력적 과제인 ‘문제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간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5.2 협력적 과제인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라
5.3 협력적 과제인 “설명하기”를 통해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라

평

가

단

계

6. 평가의 원리

학습자 간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온

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6.1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되 평가

집단 내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

6.2 학습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시하라

6.3 “평가”를 통해서 인지와 초인지 과정에 관한 스캐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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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설계원리는 공통설계원리와 온라인 학습 단계별 설계원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원리와 19개의 세부지침이 도출되었다. 공통설계

원리는 온라인 학습의 전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2개의 설계원

리와 9개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공통설계원리는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이다. 첫

째, 참여(Participation)의 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

습하는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단계별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리는 공동조절을

위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는 원리

이다. 공동조절은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상호작용과 관계는 비슷한 의

미가 있지만, 상호작용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 분야에서 생물체 부분들의

기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작용이며, 반면 관계는 둘 이상의 사

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요컨대 상호작용

과 관계의 원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학습 단계별로 설계원리 4개와 세부지침 10개가 도출

되었다. 준비단계에서 공유의 원리, 수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의 원리와 협

력 학습의 원리, 평가단계에서 평가의 원리가 도출되었다.

준비단계는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단계로 공유의 원리가

설계되었다. 공유의 원리는 공동조절 활동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고, 관

련 학습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수행단계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에서 콘텐츠를 시청하

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는 단계로, 모니터링의 원리와 협력 학습의 원

리가 도출되었다. 모니터링의 원리는 다른 학습자의 전체 학습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와 목표와 수행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학습과 다른 사람의 학습을



- 86 -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 학습의 원리는 학습자에게 협력적 과

제를 제공하여 공동조절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협력, 협상, 스캐폴딩을 하면서 개인의 학습능력

을 향상시키는 원리이다.

평가단계에서 평가의 원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후에 학습활동을

평가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평가의 원리는 공동조절을 통해서 학습자가

평가결과를 집단 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해서 인지와 초인지의 과

정을 스캐폴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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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여 학습

자가 공동조절을 통해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였다. 이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조절과 온라인 학습 단계별로

개발된 최종 설계원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공동조절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공동조절이 학습, 자

아 정체감 형성,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계원리는 공동조절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학

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임철일, 2001,

2002). 자기조절학습은 1990년대에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고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설계 전략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자기조

절학습은 개인의 인지, 동기, 초인지와 같은 학습자 개인이 가진 자기조

절학습전략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맥락적 영향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Zimmerman & Martinez-Pons, 1990;

Pintrich, 2004). 이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는 공동조절에 관한 연구결과 나타

났다(Kapla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원리는 공동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

기조절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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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 다른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사용하

는 방식을 보고 배우며 자신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협력 학습의 원리에서 학습자는 강좌를 함께

듣는 기능과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기능을 경험해 보았다. 그 결과 학습

자는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 전략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학습 전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학습자

와의 상호작용인 공동조절을 통해서 자기조절전략 사용을 촉진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에서 제안한 공동조절 기

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학습자에게 적응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한다. 다른 학습자와 다양한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공동조절은 근접발달영역과 고등심리과

정의 기원인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McCaslin & Hickey,

2001). 공동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와 문화의 풍요로움을 개인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개인의 자기조절 즉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회

와 제약점 안에서 나타나는 곧 적응적 학습을 개발하는 것이다(McCalin,

2004; Burross & McCaslin 2002; McCaslin & Good, 1996; McCaslin

& Murdock,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계원리인 협력학습 원

리와 평가의 원리를 통해서 다른 학습자와 함께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상

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자 개인의 학습수준에 맞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연구의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통해서 자기

조절학습을 내면화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공동조절은 자기

조절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생적 상호작용(Emergent interaction)의

역동성을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McCaslin(2009)은 자기조절학습이 자신

의 학습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사회적 존재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설계원리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

동조절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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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참여의 원리와 상호

작용과 관계의 원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고 사회

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을 공유하고

협력 학습과 평가를 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공동조절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상호작용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환경을 오프라인 학습환경과

비교했을 때 학습자는 실제가 아닌 가상 환경에서 교수자 또는 학습 자

료와 상호작용을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와의 면대

면 환경에서 이들의 눈빛, 음성, 몸짓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온라

인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채팅과 토론과 같은 다양한 상

호작용 환경이 만들어져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 소통과 관계를 맺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동영상 콘텐츠

를 활용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상호작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설계원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소규모의 스터디그룹을 활용한 상호

작용 조직을 제안하여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활발한 상호작용 방식을 제

안하였다.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사이에서 스터디그룹의 학습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함께 하고 공유, 모니터링,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준다.

2) 최종설계원리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로 공통원리 2개와

온라인 학습 단계별 4개 원리와 19개의 세부지침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

다. 이 원리와 세부지침의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원리인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 그에 따른

세부지침은 공동조절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학습 단계 전반에서

공동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동조절 활동은 목표설정, 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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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모니터링, 평가로 다른 학습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한다. 공동조절 활동은 자기조절학습에서 도출된 활동으로

주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혼자 하는 활동이었으나 다른 학습자와 이러

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한 연구를 통해서(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확인된 것이다. 학습자 반응에서 학습자는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동기를 부여받고 온라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고 생각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스

터디그룹과 같은 학습공동체에 참여를 통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통원리인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학습자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다른 학습자를 통해 학습

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원리를 온라인 학습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되

지 않아 원리가 실현되기 위한 세부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준비단계 공유의 원리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함께 하고, 학습

의 자원을 공유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은 교

육과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교수자가 설정해 놓은 목표와 계

획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

경에서는 기존의 목표와 계획을 두고 스터디그룹이라는 학습공동체 안에

서 다시 그룹 내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공유한다. 즉 기존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므로 그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타인이 만들어 놓은 학습목표와

계획이 아닌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기 위

한 노력에는 높은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재적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다. 따라서 공동조절을 통해 이루어진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행단계 중 모니터링과 협력 학습의 원리와 세부지침은 온라인

학습 도중에 발생하는 동기 저하로 나타나는 학습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원리에서 개발된 세부지침에는 온라인 강의를 모니

터링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함께 듣거나 온라인 독서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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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학습의 지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하여 온라인상에서 학습이 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

나 타인의 모터니링과 같은 외재적 동기는 한계가 존재함으로(Ryan &

Deci, 2000) 내재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이 설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협력 학습의 원리는 기존 온라인 학습자에서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진 후에 퀴즈를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하고 토론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내용을 성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 학습원리에

서 제안한 공동조절 활동은 ‘문제만들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습자와 함께함으로 학습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단계 평가의 원리는 학습내용에 대한 단순한 총괄평가

아닌 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통해 인지와 초인지

를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설계원리의 평가는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닌 평가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는

학습내용에 관한 형성평가 문제를 작성하면서 학습을 재점검할 수 있으

며, 다른 학습자가 작성한 문제를 풀면서 학습과정을 되돌아보고 다른

학습자의 인지와 초인지구조를 엿보게 되어 이에 대한 스캐폴딩을 할 수

있다. 즉 평가를 통해서 학습의 역류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인지와 초인지

의 스캐폴딩이 가능하다(Cheng & Curtis, 2004; Hadwin & Oshi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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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본 연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설계

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

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공동조절 활동인 목표설정, 계획수

립,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대다수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는 자기조절학습을 하며, 주로 교수

자와 질문과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많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원리이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다

른 사람과 공유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Youtube에서 학습한 내용을 사진, 영상으로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지만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공동조절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을 하면서 다른 학습자로부터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공동조절

활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동조절 활

동이 이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 온라인 학습은 혼

자 학습 콘텐츠를 보고 복습하고 평가하며 학습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공동조절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함

께 학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학습에 동기를 부여받고 사회적

존재로서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의 기반한 스터

디그룹 활동은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가 소속감과 가지고 학습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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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온라인 학습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계원리는 공통원리와 온라인 학습 단계별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동조절 활동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학습 전반

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원리인 참여의 원리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원리가

제시되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활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학습단계에 따른 공동조절 기반 설계원리를 개발하여 차후 공동조절 기

반 학습환경 설계원리 개발에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

나.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이제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환경에 적용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

인 학습을 준비단계, 수행단계로, 평가단계로 분류하였다. 준비단계는 동

영상 콘텐츠 시청하기 전으로 보았고 수행단계는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학습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는 수행단계를 마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MOOC, 플래시 기반, 음

성 기반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

리가 적용되기가 어렵다. 또한, 기업교육, 군대, 학교 교육, 기술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환경에도 사용되기가 어렵다. 기

업교육의 경우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일반

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로 인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

한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제한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학습환경에서 공동조절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기에 공동조절 활동

의 양상이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설계원리들이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내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동조절 활동을 위한 설계원리와 세부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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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목

표설정, 계획수립, 모니터링, 평가와 같은 공동조절 활동의 예시들이 제

안되기는 했으나 실제 온라인 학습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어

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안내와 조치

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없다. 예를 들어, 스터디그룹이 온라

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다. 상호작용

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터디그룹

의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리의 세부지침에서

제시한 다양한 학습활동의 종류와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설계원리가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

다. 면담에 따르면, A 대학교 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높아 설계원리에 대

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만약 직장인, 일반 초·중·고등학생

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계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의 설계원리가 실제 온라인 학습환경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학습자 반응검사는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거나 외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

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영상 콘텐츠를

다른 학습자와 함께 듣는 기능의 구현 가능성과 짝 학습을 통해 다른 학

습자의 학습을 평가할 시에 영상과 음성통화는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온라인 독서실

기능은 개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지만, 설계원리가 적

용된 온라인 학습환경과 상호운용성이 있는지는 개발사와 논의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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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연구를 위한

전문가 타당도 질문지(1차)

본 질문지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

가 타당화를 받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크게 연구의 소개

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소개 부분은 연구 제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문

제,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

분이 있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다음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

계원리에 대한 타당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형태

의 질문이 필요한 경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

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 작성해 주신 자료는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공 분야와 최종학력, 소속과 경력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

구에 협조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년 10 월 박정현 드림

연락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mailto:uponrock8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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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프로필

•성함: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

•경력:

□연구의 소개 생략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1)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문항

다음 설문 문항들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

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해서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문항

응답
1
전 혀

그 렇

지

않다

2
그 렇

지

않다

3
그 렇

다

4
매 우

그 렇

다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

습환경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

습환경 설계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

습환경 설계원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

습환경 설계원리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

습환경 설계원리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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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원리에 따른 지침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항

단

계
설계원리 및 세부지침

응답
1 2 3 4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공통원리
1. 참여(Participation)와 기회(Opportunity) 원리

:학습자가 다양한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DiDonato, 2013;

Kaplan, 2014; Lee, 2014; McCaslin, 2009;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Kaplan, 2013; 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2. 계획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3. 모니터링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

하라(Zheng & Haung, 2016; Zheng & Yu, 2016)
2.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

리

:공동조절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

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환

경을 설계하라(김누리, 유지현, 김효원, 2017;

DiDonato, 2013; Hadwin et al., 2005; Kaplan, 2014;

McCaslin, 2009; McCaslin & Hickey, 2011; Zheng &

Huang, 2016; Wertsch & Stone, 1985)
2.1. 온라인 학습 중 소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속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Kaplan, 20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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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라(McCaslin & Hickey, 2011)

2.3. 목표설정, 계획수립, 모니터링, 평가인 공동조절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의 도구를 제공하라(Kaplan,

2014, McCaslin, 2009: Wertsch & Stone, 1985)
3. 협력 학습의 원리(Collaborative learning)

:협력적 과제를 통해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조영환 외, 2017; Dillenbourge, 1999;

Kaplan, 2014; Volet et al., 2009; Zheng & Yu, 2016)

3.1 온라인 학습에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과제를 제시하라(DiDonato, 2013;

Zheng & Yu, 2016)

3.2 협력적 과제를 제시하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라(Malmberge et al., 2017; Zheng &

Haung, 2016)

3.3 협력적 과제를 통해서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이현경, 2017; Vygotsky, 1978)

준

비

단

계

4. 공유의 원리(Sharing Principle):다른 학습자

와의 공유를 통해서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DiDonato, 2013; Hadwin, 2005;

Lee & Yang, 2014; Ku, Tseng, &

Akarasriworn, 2013; Zheng & Yu, 2016;

Roschelle & Teasley, 1995)
4.1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라(Ku, et al., 2013;

Malmberg et al., 2017)

4.2. 계획을 공유할 도록 하라(Ku, et al., 2013;;

Malmberg et al., 2017)

4.3 학습 전략과 학습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라

(Kaplan, 2014; Ku, et al., 2013; Roschelle &

Teasley, 1995)

4.4.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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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mberg et al., 2017)

4.5. 학습에 필요한 문서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Malmberg et al., 2017)

수

행

단

계

5. 모니터링과 통제의 원리(Monitoring &

Controlling Principle)

: 다른 학습자의 전체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라(김누리, 유지현, 김효원, 2017;

DiDonato, 2013; Lajoie & Lu, 2012; Lee &

Yang, 2014; Zheng & Huang, 2016; Zheng &

Yu, 2016)
5.1. 학습자들 사이에서 목표와 수행을 비교하면

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모니터링과 통제하라

(Zheng & Huang, 2016; Zheng & Yu, 2016)

5.2. 감성적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점검

하라(박태정, 2015; Zheng & Huang, 2016)

5.3.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모니

터링과 통제를 하라(Zheng & Huang, 2016)

평

가

단

계

6. 평가의 원리(Evaluation Principle)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와 학습 활동 과정을

평가하도록 하라(김누리, 유지현, 김효원, 2017;

DiDonato, 2013; Kaplan, 2013; Lee & Yang,

2014; Zheng, Huang, 2016; Zheng & Yu, 2016)
6.1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라(Kaplan,

2013; Zheng & Huang, 2016)

6.2 학습과정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

시하라(Kaplan, 2013)

6.3 평가를 통해서 성찰과 스캐폴딩할 수 있도록

하라(Kaplan, 2013; Zheng & Huang, 2016;

Vygotsk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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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연구를 위한 전문가 타당도

질문지(2차)

본 질문지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

가 타당화를 받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크게 연구의 소개

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소개 부분은 연구 제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문

제,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

분이 있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다음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

계원리에 대한 타당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형태

의 질문이 필요한 경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

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 작성해 주신 자료는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공 분야와 최종학력, 소속과 경력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

구에 협조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박정현 드림

연락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mailto:uponrock8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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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1)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문항

다음 설문 문항들은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묻는 문항입

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해서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문항

응답

1
전 혀

그 렇

지 않

다

2
그 렇

지 않

다

3

그 렇

다

4

매 우

그 렇

다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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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문항

단

계
설계원리 및 지침 예시

응답
1 2 3 4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공

통

원

리

1. 참여(Participation)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1.1 “목표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주별 학습목표를 게시판과 전광판에 게

시

-전광판: 모든 스터디원의 주별 학습목표

가 전광판으로 나타나고 게시판에 게시

1.2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학습계획을 달력에 표시:스케줄러 기능

-스케줄러: 모든 스터디원의 주별 학습계

획이 달력의 스케줄러 표시

1.3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

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 스터디그룹에서 ‘강의 같이 듣기’ 기능

을 활용하기, 한 주 강의를 복습할 시 온라

인 독서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서로 모

니터링)

1.4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 ※동영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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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환경을 제공하라.
통해 서로의 학습을 평가, 학습자가 출제한

문제들을 바꿔 풀고 평가
2.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계(relationship)의 원리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2.1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다른 학습자의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에

대해서 댓글로 감성적 피드백, 스터디그룹의

목표, 계획, 규칙을 함께 설정

2.2 “모니터링”활동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

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출석인사, 스터디장의 참여도 독려

2.3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 중 고립감

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스터디그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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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의 시청 중 ‘질문하기’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강의를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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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형성평가문제를 만들고 교환 후 평가

준

비

단

계

3. 공유(Sharing)의 원리

학습자가 공동조절 활동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

라.

3.1 학습자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활동을 공유하는 이러닝 환경을 설계하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을 스터디그룹에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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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2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라(Malmberg et al., 2017)
※학습자료실

수

행

단

계

4. 모니터링(Monitoring)원리

학습자 간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4.1. 학습자 간의 강의 시청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라.

※동영상 강의의 동시시청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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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별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온라인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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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 학습의 원리(Collaborative learning)

협력적 과제를 제공하여 공동조절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라

5.1 협력적 과제인 ‘문제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문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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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협력적 과제인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강의 중 질문하고 답하기

5.3 협력적 과제인 “설명하기”를 통해 스

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구도로 요약하기와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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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단

계

(

영

상

시

청

후

)

6. 평가의 원리

학습자 간 공동조절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설계하

라.

6.1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간 비교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라

※스터디 그룹 내 학생 간 참여도와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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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학습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제시하라.

※‘설명하기’ 활동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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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평가”를 통해서 스캐폴딩 할 수 있

도록 하라.

※문제은행의 문제풀이 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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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학습자 반응 검사지

학습자 반응 검사 질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질문

지는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제공하

는 것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문항

에 대하여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

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정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기본정보>

1.성별 ①남자 ②여자

2.연령 ①20~29세 ②30~39세 ③40~ 49세

3.학력 ①고졸이하 ②고졸 ③대학 재학 ④대졸 ⑤대학원이상

4.전공 ①인문계열 ②자연계열 ③공학계열 ④사범계열 ⑤ 기타( )

5.주당 온라인 콘텐츠 평균 학습시간

①1시간 미만 ②1시간이상~3시간미만 ③3시간 이상~6시간미만 ④6시간이상

6. 주로 학습하는 온라인콘텐츠 유형

①개인교수형 ②동영상강의형 ③정보제공형 ④반복학습형 ⑤게임형 ⑥사례기

반학습형⑦ 스토리텔링형 ⑧문제해결형 ⑨기타( )

<공동조절 기반 온라인 학습환경>

온

라

인

학

문항

응답
1 2 3 4

전

혀

그

렇

그

렇

매

우

mailto:uponrock8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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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전>

1. 동영상 중심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스터디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온라인 학습

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2.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스터디원 사이에 학습 스케쥴을 공유하는 것이 학습 계

획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3. 전광판 기능을 사용하여 스터디원 사이에 학습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습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학습 중>

4. 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동시에 강의를 듣는 것이 강

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5. 동영상 강좌를 다른 학습자들과 동시에 듣는 것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동기가

단

계

그

렇

지

않

다

지

않

다

다
그

렇

다

전

체

만

족

도

본 온라인 학습환경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온라인 학습환경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온라인 학습환경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

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온라인 학습환경의 상호작용 환경을 다른 사람

과 함께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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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6. 강의 시청 도중 질문하기(패들릿)와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학

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7. 동영상 강좌를 시청한 후 온라인독서실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학습자와 함께

자습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8. 스터디원 간에 출석 인사를 하고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스터디

원 사이의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9. 학습한 내용을 문제 만들기 기능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학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0. 학습한 내용을 짝 학습에서 설명하기 기능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학습을 지

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습 후>

11. 문제만들기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 문제를 풀고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2.짝스터디의 설명하기 기능에서 설명하기가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3. 나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는 참여도와 학습평가 결과 보는 것이 학습을 지속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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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4. 다른 학습자의 학습상태와 나의 학습 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이 나의 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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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반응 심층면담지

<사전경험>

1.동영상 기반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 동영상 기반 이러닝을 이수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①예 ②아니오

2.1 강좌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시간이 없어서 ②의지가 부족해서 ③ 내용이 흥미롭지 않아서

④기타:

2.2 강좌를 이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흥미로운 내용 ② 교수자와 상호작용 ③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

④기타(

3. 오프라인으로 스터디그룹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3.1 스터디의 목적, 참여인원 수, 학습방식과 학습규칙은 무엇이었나요?

4. 온라인 스터디그룹 활동을 해 본적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4.1 스터디의 목적, 참여인원 수, 학습방식과 학습규칙은 무엇이었나요?

5.온라인 스터디와 오프라인 스터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 본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 134 -

단점:

개선점:

7. 본 온라인 학습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과제를 인증, 짝스터디, 목표과 계획의 공유와 피드백, 학습활동(짝스터디

로 구두설명, 퀴즈만들기), 질문하기, 토론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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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Study of

Design Principles for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ungHyun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 unique phenomenon related to learning has emerged on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the Internet. It is for learners to

share their learning process with others. This phenomenon of learning

through interaction is being done in a variety of ways online. It uses

Youtube education channels,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and various Internet

lectures to obtain the desired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se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learned in the form of

interaction-based learning activities in a learning community.

However, this video-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oes no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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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inciples for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at allows

interaction to be systematically conducted. Therefore, design principles

for creating a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re

needed so that learning can be done through interaction.

Thus, this study developed the design principles for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coregulation. The design principles

were verified by ensuring internal validity, and identifying the

learner's respons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design principles for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Second, do the design principles for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have internal validity? Third, what

responses do learners have on design principles for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precedent studies were reviewed to develop the initial design

principles. Next, five educational technology experts viewed them.

The results of the responses were analyzed on CVI and IRA to

ensur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design principles. Then, to ensure

external validity of the design principles, 10 people participated in the

learner response test. A prototype of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using internally validated design principles was made for the learner

response test. Using the prototype of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n the design principles for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were conducted. the

results from survey were reflected to derive design principles for the

final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tudy, a total of six design principles and 19

detailed guidelines were derived in two common principles and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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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for each Online learning step. Specific design principles are

as follows. First, common principles include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the principle of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Next,

the principle of sharing in the preparatory stage, the principles of

monitoring and collaborative learning in the performance stage, and

the principle of evaluation in the evaluation stage were derived.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sign

principles for coregulation-based online learning environment were

identified. A variety of coregulation activities have confirmed that

they can address some of the isolation felt by learners in online

learning. In addition, we proposed coregulation activities for each

video-based online learning phase, and we found that recent sharing

phenomena of learning process via SNS were part of the coregulation

activities. However, there is still a question of whether the functions

that have been applied and implemented in the online environment are

technically possibl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coregulation-based

online activities will solve the problem of the lack of interaction

among learners that occurs in online learning.

Key words: Coregulation,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evelopment research

Student Number: 2018-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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